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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캄보디아 스퉁트렝 지역의 항공자력탐사 자료처리 및 해석에 관한 사례 연구이다. 자료처리 및 해석
에는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저위도 지역 자력자료의 자기극변환 시 문제가 되는 편각방향의 영상
왜곡을 고찰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검토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둘째, 조
사지역은 사전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자료처리 기법과 함께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분야의 경
사, 곡률 및 최대 경사면 방위각 등의 기법을 새로이 도입, 검토하였다. 이로부터 조사지역의 구조지질 정보를 도출하고
그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오일러 곱풀기를 이용하여 자력이상대의 심도정보를 도출하고 앞서의 고찰결과와
종합하여 향후의 정밀 조사영역을 선정, 추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일련의 자료처리 과정은 국내는 물론 해외 자
원개발에 있어서 적절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주요어: 항공자력탐사, 저위도, 자기극변환, 경사, 곡률, 최대 경사각, 오일러 곱풀기
Abstract: In this case study, we present the various and consistent processing techniques for the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aeromagnetic data. In the processing stage, we especially focused on the three major respects. First, in the low latitude
area, severe artifacts are occurred as a result of reduction to the pole technique. To overcome this problem, variable
alternative methods were investigated. From the comparison of each technique, we concluded that energy balancing
method gives more fruitful result. Second, because of limited a priori information, it is nearly impossible to employ
detailed geological survey due to wide and thick spreading of soils in the survey area. So we especially investigated
the new techniques such as extracting slope, curvature and aspect information mainly used in GIS field as well as
conventional methods. Finally, by using the Euler deconvolution, we extracted the depth information on the magnetic
anomalous body. From the synthetic analysis between depth information and previous discussed results, the detailed future
survey area was proposed. We think that a series of processing techniques discussed in this study may perform an
important role in the domestic and abroad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as a useful guideline.
Keywords: aeromagnetic survey, low latitude, reduction to the pole, slope, curvature, aspect, Euler deconvolution

서

론

설, 환경 목적의 지하 매설물 조사는 물론 고고학적 측면의 유
적조사까지 다양한 분야에 널리 적용되는 물리탐사법이다. 자
력탐사는 다른 물리탐사 방법들과 비교해 신속·간편하고 비

자력탐사는 광물자원개발 목적의 전통적인 탐사에서부터 건

접지식 탐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양, 육상 및 항공 탐사가 모
두 가능하다(박영수, 2006). 특히 항공자력탐사는 자원개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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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탐사단계에서 필수적인 탐사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이는
무엇보다 항공자력탐사가 조사지역의 전체적인 구조지질적 정
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것에 연
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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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개발(철 및 동) 목적
의 기획탐사의 일환으로 수행한 캄보디아 스퉁트렝(Stung
Treng) 지역의 항공자력탐사 자료로부터 일련의 자료처리 및
해석을 담은 사례연구이다. 조사지역인 스퉁트렝은 북위 13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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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역 및 지질
본 연구의 조사지역은 캄보디아 북부에 위치한 스퉁트렝

저위도 지역으로 자력탐사의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Stung Treng) 지역으로서 남서쪽의 E105°32'40'', N13°18'3''~
E105°51'33'' N13°28'37''에 걸치며(Fig. 1(a)), 총 면적은 727

자기극변환 시 편각방향의 영상왜곡이 심하게 나타난다. 또한
스퉁트렝 지역 인근에 메콩강이 흐르고 있어 조사지역 서쪽의

km2이다. 스퉁트렝 지역은 대략 북위 13o의 저위도로서 복각
13.5o 및 편각 359.5o로 지자기마당은 거의 수평으로 지표면에

산악지형을 제외하고는 조사영역 대부분은 전형적인 퇴적환경
이다. 따라서 충적층이 두껍게 발달한 관계로 노두관찰이 힘들

입사한다. 스퉁트렝 지역의 지형적 특성은 서쪽영역에 산악지
형과 수계가 형성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열대우림지역으로

어 지표지질조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캄보디아는 자원개

조사영역 동쪽의 메콩강 유역으로 인해 대부분 전형적인 퇴적

발이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질조사 등
정부차원의 기초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며 사전정보로서, 과거

환경을 나타내며 충적층이 두껍게 발달하고 있다(Fig. 1(b)).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기획탐사 기간 중 항공자력탐사와 더불어

프랑스 식민지배하에서 자원침탈 목적으로 수행되었던 기존의
조사자료 역시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표지질조사를 시도하였으나 조사영역 전체에 걸쳐 노두를
거의 관찰하지 못해 자원개발조사 초기단계에서 필수적인 조

이러한 조사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사영역의 구조지질 정보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다음의 세 가지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저위도 지역 자료처리
에서 대두되는 자기극변환 시 영상왜곡을 검토하고 이를 극복

캄보디아는 2차 대전 후 독립한 국가로서 프랑스 식민지배
하에 있을 때 자원침탈 목적의 지질조사 및 시추조사는 다수

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연구결과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선
의 결과를 선택함으로써 해석의 합리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행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독립 후 프랑스가 철수하면서
관련 자료를 거의 회수하고 공개하지 않아 스퉁트렝 조사지역

둘째, 사전정보가 미흡하고 지표지질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서 자력탐사 자료는 조사지역의 구조지질적인 정보를 도출하

에 대한 여타 자원개발 관련 사전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

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력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수직미분이나 tilt derivative 등 기존의 보편적인 처
리기법은 물론 경사(slope), 곡률(curvature) 및 최대 경사면 방
위각(aspect) 등 GIS 분야의 기법을 새로이 적용하여 조사지역
의 다양한 구조지질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황이다. 또한 캄보디아는 자원개발이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
을 목적으로 하는 지질조사 등 정부차원의 기초연구를 수행할
만한 여력은 현재 미흡한 상태이다.

자료획득 및 전처리

으로 오일러 곱풀기를 통해 심도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여러

본 연구에서 이용한 항공자력탐사 자료는 한국광물자원공사

구조지질 정보와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함으로써 해석의 일관
성을 유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정밀 조사영역을 선정,

의 해외자원개발(철, 동)을 위한 기획탐사의 일환으로 수행된
캄보디아 스퉁트렝 지역 자료이다. 조사지역은 캄보디아 북부

추천하였다.

에 위치한 스퉁트렝(Stung Treng)에서 남서쪽으로 약 20 km

Fig. 1. (a) Location map and (b) topographical map of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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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지역으로 2011년 8월에 항공자력탐사가 수행되었다.
조사에 이용한 항공기는 Eurocopter사의 AS350 B2와 B3+이

선 간의 고도 차이에 의해서 주로 발생한다. 이러한 잡음을 제
거하기 위해 마이크로 레벨링(micro-levelling, 또는 decorruga-

며 항공기에 장착하며 자력측정에 사용한 센서는 Geometrics
사의 G-823A Cesium Vapour 자력계로 동서방향으로 비행하

tion)을 수행하였으며 필터링 방법으로는 버터워스(Butterworth
high-pass)필터와 방향코사인(directional cosine)필터의 조합을

면서 탐사를 수행하였다. 비행고도는 평균 188 m이며 지형기

선택하였다(Fig. 2(b)).

복에 따라 비행하면서 자료를 획득하였다. 동서방향의 탐사측
선 간 간격은 200 m이다. 지자기 일변화 보정을 위해 육상 고
정관측점을 설치하고 Geometrics사의 G-856 자력계를 이용하
여 5초 간격으로 연속 측정하였다.

자료처리 및 해석

연구지역의 항공자력탐사를 통해 획득한 총자기마당을 Fig.

캄보디아 스퉁트렝 지역의 항공자력탐사 자료처리 및 해석
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첫

2(a)에 도시하였다. 총 자기마당은 대략 41365 nT에서 42628
nT의 범위를 가진다. 조사지역의 중앙부에서 양 및 음의 이상

째, 스퉁트렝 지역은 북위 13o의 저위도 지역으로 복각은
13.5o로서 자기극변환 시 편각방향의 영상왜곡을 심하게 유발

대가 함께 나타나며 서쪽은 양의 자력이상, 북동쪽은 음의 자
력이상대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지구자기마당의 일변화를 보

한다. 이의 해결방안은 기존 연구들에 의해 많이 보고되었으
며, 가-복각 변환, 자기적도변환 및 파수영역 필터링 등 다양

정하기 위해 육상 고정관측점의 지자기마당 측정값을 이용하

하다(Leu, 1981; Hanson and Pawlowski, 1989; Keating and

여 일변화보정을 수행하였다. 광역 지자기마당은 국제 표준 지
자기마당인 IGRF (International Geomagnetic Reference Field,

Zerbo, 1996). 여기에서는 합리적인 해석을 유지하고자 기존
연구결과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선의 결과를 선택하는 방식

11th generation; Finlay et al., 2010)를 이용하여 자력이상도를
산출하였다.

을 취하였다.
다른 하나의 중점사항은 조사지역의 광상형성과 관계가 깊

한편, Fig. 2(a)에서 동서방향 비행에 따른 주름모양의 잡음
이 관찰되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항공자력탐사를 수행할 때 측

은 구조지질 정보 도출에 관한 부분이다. 자력탐사는 조사지역
의 구조지질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장점을 가진다. 이를 감
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인 처리기법과 더불어 GIS 분야
의 기법의 적용성을 고찰하여 조사지역의 다양한 구조지질 정
보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저위도 지역의 자기극변환
자기이상은 중력이상과 달리 지자기마당 방향과 이상체의
자화방향 및 형상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또한 양
과 음의 이상이 같이 나타나는 쌍극자장 고유의 특성으로 이
상체와 자기이상대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석의
편의를 위해 이상체와 자기이상대 위치가 동일하도록 자기극
변환(reduction to the pole)을 수행하고 이로부터 추가적인 자
료처리를 진행함이 일반적이다. 자기극변환은 복각이 90o이고
편각이 0o인 자기극에서의 자기마당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며 식 (1)로 정의된다(Branov, 1957; Baranov and Naudy,
1964).
1
L(θ ) = ------------------------------------------------------------------2
[sin(I ) + icos(I )cos(D – θ )]

(1)

식 (1)에서 θ는 방위각이고, I와 D는 각각 조사지역 지자기마
당의 복각과 편각을 나타낸다. 자기극변환은 중위도와 고위도
에서는 안정된 결과를 보이지만, 약 20o 이하의 복각을 가지는
저위도 지방의 경우 불안정한 자기이상을 보인다(Nabighian et
Fig. 2. (a) Total magnetic Intensity map and (b) magnetic anomaly
map after micro-levelling, showing distinct visual improvement.

al., 2005). Fig. 3(a)는 스퉁트렝 조사지역의 자기극변환을 적
용한 자력탐사 결과로 남북방향의 편각방향(W 0.5o )의 심각한
선형 왜곡양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자기이상의 왜곡 없이 쌍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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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Original Reduction to the pole map (I = 13.5°). Reduction to the pole maps using Pseudo inclination method: (b) I' = 30°; (c)
I' = 52°. (d) Reduction to the equator map.

자장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Grant와 Dodds (1972)는 복각을 경험적으로 조절하는 방법

매우 유사하여 변환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는 조사지역이 적도에 매우 가까운 저위도 지역으로 변환에

인 가-복각방법(pseudo-inclination method)을 제안하였으며 이

따른 자력이상의 진폭 및 위상변화량이 매우 작기 때문이다.

는 다음 식 (2)와 같다.

변환에 따른 자력이상의 왜곡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
정적이나 변환의 원래 목적인 쌍극자장을 효과적으로 제거하

[sin(I ) + icos(I )cos(D – θ )]2
R(θ ) = --------------------------------------------------------------------------------------------------------------------------------------------2
2
2
2
2
[sin (I ′) + cos (I ′)cos2(D – θ )][sin (I ) + cos (I )cos (D – θ )]

(2)
가-복각 방법은 식 (2)의 가-복각 I'을 증가시키는데 따른 자력
이상도의 왜곡을 관찰하여 왜곡이 최소화할 때까지의 최소
가-복각에 의한 결과를 최종 자기극변환으로 선택하는 경험적
방법을 취한다. 이 방법을 스퉁트렝 지역의 항공자력탐사자료
에 적용한 결과를 Fig. 3(b) 및 Fig. 3(c)에 도시하였다. 30o의

였는지 여부는 판단이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선택
하지 않았다.
한편, Macleod et al. (1993)은 저위도의 자력이상을 해석하
는데 있어서 일차 수직적분과 Analytic signal의 조합이 자기
극변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여기서 Analytic
signal은 자기이상, M의 함수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
∂M-⎞ 2 + ⎛------∂M-⎞ 2 + ⎛∂M
--------⎞⎠ ⎞⎠
A(x,y) = ⎛⎝⎛⎝------⎠
⎝
⎠
⎝
∂x
∂y
∂z

(3)

가-복각을 적용한 Fig. 3(b)의 경우 자력이상도 중앙부에 영상
왜곡이 관찰된다. 가-복각을 52o까지 증가시켰을 경우에도

또한 주파수 영역에서 일차 수직적분 연산자, L은 다음의 식

많이 감소는 하였으나 중앙부의 국부적 왜곡은 여전히 존재하

(4)에 의해서 정의된다(Macleod et al., 1993).

o

는 것으로 나타난다(Fig. 3(c)). 스퉁트렝 지역의 복각이 13.5
임을 감안하였을 때 최소 왜곡의 가-복각은 최소 50o 이상이어
야 하고 또한 국부적인 왜곡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점으로부터 자기극변환의 대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

1 L(μ,ν) = ----------------2
2
μ +ν

(4)

였다.

식 (4)의 μ와 ν는 북쪽과 동쪽방향의 파수이다. 일차 수직
적분과 일차 수직적분 및 Analytic signal의 조합에 의한 결과

다음으로 검토한 방법은 자기적도에서 측정한 값으로 변환
하는 자기적도변환(RTE, Reduction to the equator)이다(Leu,

를 Fig. 4(a) 및 Fig. 4(b)에 각각 도시하였다. Fig. 4(b)의 결과
를 보면 저주파 통과 필터(low pass filter)의 역할을 하는 일차

1981). 자기적도변환을 스퉁트렝 지역의 자력이상도에 적용한
결과를 Fig. 3(d)에 도시하였다. 결과는 변환전의 자기이상과

수직적분의 한계와 위상정보를 잃어버리는 Analytic signal의
특성상 이 방법은 자기극변환의 대안이라 하기보다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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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Vertical integration map and (b) Analytic signal map.

해석을 위한 다른 형태의 자력이상 정보를 제공하는 기법으로

Fig. 5. The results of filtering in wavenumber domain. (a)
Reduction to the pole map by wiener filtering method and (b)
Reduction to the pole map by Energy balancing method under an
assumption of fractal noise.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자기극변환의 대안으로서
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로그파워값을 백색잡음으로 하였을 때의 Wiener filtering 결과

Hanson과 Pawlowski (1989)는 자력이상에 내재되어 있는
잡음이 자기극변환의 편각방향의 왜곡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

를 나타낸 것이다. Wiener filtering은 식 (5)에서 알 수 있듯이
낮은 파수 통과필터의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잡음수준을 크게

에 착안하여 파수영역 Wiener filtering 기법을 제안하였다. 여
기서 Wiener filter는 식 (5)와 같이 주어진다.

할수록 변환에 따른 영상왜곡은 줄어드나 그 대신 분해능이

P*
α = ----------------------------* N〉
N
〈
*
P P + -------------〈 R * R〉

(5)

낮아지게 된다. 검토에 의하면 Fig. 5(a)의 잡음수준보다 낮으
면 다소간의 영상왜곡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는 바, 이 결
과는 분해능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Keating과 Zerbo (1996)는 잡음이 파수에 관계없는 백
색잡음이라기 보다는 파수에 따라 신호 대비 일정한 감쇠양상

−1

여기서 α는 오차를 최소화하는 Wiener filter이며, P 는 자기
극변환 연산자, *는 복소공액을 의미하며 〈 N*N〉 과 〈 R*R〉 은

을 나타내는 프랙탈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기초하
여 식 (5)의 잡음 대 신호비는 파수영역에서 편각방향의 왜곡

각각 잡음과 신호의 평균 에너지이다. 식 (5)의 Wiener filter는

이 큰 영역과 둔감한 영역을 파수영역 상에서 각각 분리하고
두 영역의 평균에너지가 같을 때의 잡음 대 신호비를 적용하

잡음이 없을 경우 원래의 자기극변환 연산자와 동일해지며 결
국 분모항의 잡음 대 신호비의 수준에 의해 연산자의 특성이

는 Energy balancing법을 제안하였다. 이때 식 (5)의 잡음과 신

결정된다. 식 (5)의 잡음 대 신호비 설계에서는 잡음수준을 적
절히 설정해야 한다. Hanson and Pawlowski (1989)는 잡음은

호의 평균에너지 비율은 모든 파수에서 일정한 값을 가진다.
Energy balancing 기법을 적용한 결과를 Fig. 5(b)에 도시하였

모든 파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백색잡음으로 간주하고 로그-파
워 스펙트럼 상에서 잡음수준을 경험적으로 검토, 결정하는 경

다. 이 결과는 Wiener filtering 기법에 비해 높은 파수에서의
감쇠가 상대적으로 적은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험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검토를 거쳐 본 연구에서는 자기극변환의 대안으로서 Energy
balancing에 의한 결과가 가장 양호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결론

Fig. 5(a)는 로그-파워 스펙트럼상에서 잡음수준 −5 이하의

저위도 캄보디아 스퉁트렝 지역의 항공자력탐사 자료처리 및 해석

짓고 이후의 모든 조사지역의 구조지질적인 특성을 고찰하는
데 이용하였다.
자력이상으로부터 구조지질적 정보 도출
스퉁트렝 조사지역은 사전정보가 전무하기 때문에 항공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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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t derivative 및 Fig. 6(c)는 Anslytic signal에 의한 자료처리
결과이다. 스퉁트렝 지역의 선구조는 대략 북서-남동방향과 북
동-남서방향의 2조로 인지되며 주로 조사지역의 중앙과 북동
쪽에서 우세하게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특히 광상형성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탐사자료로부터 도출하는 구조지질적인 정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자력이상으로부터 구조지질과 관

가지는 선구조를 포함하는 구조지질적 정보를 최대한 도출하
기 위한 여러 기법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Fig. 7(a)는

련된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으로서는 수직미분, Analytic signal
및 tilt derivative 등 다양하며, 각 방법마다 고유의 구조지질

Blakely and Simpson (1986)의 방법에 의한 선구조 분석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Blakely and Simpson (1986)은 선구조 분

정보를 보여준다. 전통적인 자료처리 결과를 Fig. 6에 일례로

석 시 격자의 중앙과 주변 8개 격자점의 값을 비교하는 4가지

서 도시하였다. Fig. 6(a)는 각각 일차 수직미분, Fig. 6(b)는

조건 중 만족하는 조건 수를 유의수준으로서 함께 제시하였
다. Fig. 7(a)는 유의수준을 2로 설정하여 구한 결과이다. 김원
균 등(2000)은 지질학적 경계를 찾고자 할 때에 유의수준 값
을 2 또는 3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 바 있다. 스퉁트
렝 지역의 선구조는 중앙을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영역이 뚜렷
이 구분되는데, 서쪽영역은 북서-남동 방향, 중앙부와 동쪽은
북서-남동 및 북동-남서 방향의 선구조가 혼재하여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력이상으로부터 구조지질 정보를 도
출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수치지형분석에서 사용하는
GIS 기법의 응용을 시도하였다. 적용한 방법은 경사(slope), 곡
률(curvature) 및 최대 경사면 방위각(aspect)로서 자력이상을
수치지형도의 고도와 등가라고 상정하여 조사지역의 구조지질
정보를 산출하였다. 이 경우 경사(slope)는 Analytic signal과
유사한 THD (Total horizontal derivative)와 동등하며 최대 경
사면 방위각(aspect)은 최대 경사면이 향하는 방위각을 의미한
다(Zevenbergen and Thorne, 1987). 경사, 최대 경사면 방위각
및 곡률을 구한 결과를 Fig. 7(b) ~ 7(d)에 각각 도시하였다.
최대 경사면 방향 분포도를 살펴보면 북서-남동 방향과 북
동-남서 방향의 선구조가 발달하는 것으로 보이며(Fig. 7(c))
이는 Blakely and Simpson (1986)의 결과와 잘 부합한다. 경
사와 곡률 분포도에서는 특히 연구지역의 중앙과 북동쪽에서
북서-남동 및 북동-남서 방향의 교차 선구조가 두드러지는 특
징을 보인다.
이상의 조사지역의 선구조 분석 및 고찰로부터 광화작용을
배태할 만한 지질구조적 특성은 조사지역의 두 방향의 선구조
가 혼재하는 경계부인 중앙부가 가장 유력하다고 일차적으로
결론지었다. 이때 새로이 적용한 GIS 기법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처리 기법임을 확인하였다.
지질구조의 심도분포-오일러 곱풀기
자력이상으로부터 자력이상을 야기시키는 이상체의 위치 및
심도를 정량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오일러 곱

Fig. 6. Derivative maps using the results of Energy balancing
method (Fig. 5 (b)). (a) First vertical derivative map, (b) Tilt
derivative map and (c) Analytic signal map (total derivative map).

풀기를 들 수 있다. 오일러 곱풀기는 자력 이상체의 반응 T가
차수 N의 homogeneous한 함수형태일 때 다음과 같이 정의된
다(Thompson,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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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extracted geological information from the reduction to the pole anomaly. (a) the result of lineament analysis using Blakely and
Simpson algorithm; (b) slope, (c) aspect and (d) curvature calculated using Zevenbergen and Thorne algorithm.

의 자력이상을 의미하고, N과 B는 각각 Structure index (SI)
와 Bias로 정의된다. 식 (6)과 자력이상, 자력이상의 수평 및
수직미분을 이용하여 자성체의 위치 및 심도에 대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Fig. 8(a)는 Fig. 5(b)의 자력이상도로부터 SI
를 2로 하여 오일러 곱풀기를 적용한 결과이다. 원의 위치는
이상체의 위치, 원의 크기는 최대 300 m까지의 심도정보를 의
미한다. Fig. 8(b)는 지표지형, 선구조 및 선구조의 심도별 분
포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오일러 곱풀기의 결과에
지형 음영기복도, 자력이상도 및 선구조 분석결과를 중첩, 도
시한 결과이다.
조사지역의 중앙과 북동쪽 지역은 비교적 천부에 자력 이상
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남서쪽은 상대적으로 심부에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선구조로 특징짓는 이상체의
구조지질적 특성은 앞서 고찰결과와 잘 일치한다. 덧붙여 음영
기복으로 나타낸 수치지형도 상의 수계 및 산계의 방향과 추
출된 구조선을 비교해 볼 때 조사지역 서쪽 산악지형의 수계
는 일반적으로 지질구조선을 따라 형성된 것이 아님을 지시하
고 있다.
Fig. 8. The results of 3D Euler deconvolution (a) and overlaid with
the topographic relief map, lineaments, and reduction to the pole
map (b). The yellow rectangle indicates the second detailed survey
area.

∂T- = N(B – T)
(x – x0)∂T
------ + (y – y0)∂T
------ + (z – z0)----∂x
∂y
∂z

이상의 고찰을 종합하였을 때 조사영역의 중앙부를 광상을
배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판단하여 2차 정밀 조사영
역(Fig. 8(b)의 노란색 사각형)으로 선정, 추천하였다.

결

론

(6)

x0, y0, z0는 자성체의 위치를 지시하며, T는 임의의 위치에서

본 연구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개발(철 및 동) 목적
의 기획탐사의 일환으로 수행한 캄보디아 스퉁트렝(Stung

저위도 캄보디아 스퉁트렝 지역의 항공자력탐사 자료처리 및 해석

Treng) 지역의 항공자력탐사의 자료처리 및 해석에 관한 사례
연구이다. 일련의 자력자료의 처리 및 고찰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1. 저위도 지역 자력자료의 난점인 자기극변환의 영상왜곡을
고찰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존 연구에서 제
시된 바 있는 여러 방법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그 중
Energy balancing 방법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는 바, 이
를 추가 자료처리 및 해석에 활용하였다.
2. 사전정보가 거의 없고 지표지질조사 등 현장조사가 불가
능한 상황에서 자력탐사는 조사지역의 구조지질적인 정보를
도출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탐사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
통적인 기법과 함께 경사(slope), 곡률(curvature) 및 최대 경사
면 방위각(aspect) 등 GIS 분야의 기법의 적용성을 새로이 검
토하였다. 그 결과 GIS 분야의 기법이 조사지역의 구조지질
정보를 도출하는 데 매우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3. 정량적인 심도정보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오일러
곱풀기를 수행하고 앞서 고찰한 구조지질 정보와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스퉁트렝 조사지역 중앙부를 광상을 배태할
만한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판단하였다. 이의 구조지질적 특성
과 광상 배태여부는 향후에 수행될 2차 정밀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확히 규명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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