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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력탐사자료의 3차원 역산법을 개발하였다. 자력탐사자료의 역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비유일해 문제와

방대한 계산시간이다. 일반적으로 자력탐사자료의 역산은 모델변수의 수가 자료의 수보다 훨씬 많아 비유일해 문제를 더

욱 심화시키게 된다. 또한 자력탐사자료는 심도 분해능이 매우 낮다. 비유일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분해능이 높은 모

델변수에는 큰 제한을 가하고, 작은 모델변수에는 약한 제한을 가하는 분해능 모델제한자를 제안하고, 이를 적용하여 분

해능이 낮은 모델변수도 효과적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대형 행렬식을 웨이블릿 변환을 통하여 희소행렬로 변환하

고, 역행렬의 계산에 병렬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계산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였다. 수치실험을 통하여 개발된 3차원 역

산알고리듬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금산 지역에서 얻어진 항공자력탐사자료의 역산에 적용하였다. 

주요어: 자력탐사자료, 3차원 역산, 비유일해, 분해능 모델제한자, 웨이블릿 변환

Abstract: We developed a method for inverting magnetic data to recover the 3D susceptibility models. The major

difficulty in the inversion of the potential data is the non-uniqueness and the vast computing time. The insufficient number

of data compared with that of inversion blocks intensifies the non-uniqueness problem. Furthermore, there is poor depth

resolution inherent in magnetic data. To overcome this non-uniqueness problem, we propose a resolution model constraint

that imposes large penalty on the model parameter with good resolution; on the other hand, small penalty on the model

parameter with poor resolution. Using this model constraint, the model parameter with a poor resolution can be effectively

resolved. Moreover, the wavelet transform and parallel solving were introduced to save the computing time. Through the

wavelet transform, a large system matrix was transformed to a sparse matrix and solved by a parallel linear equation

solver. This procedure is able to enormously save the computing time for the 3D inversion of magnetic data. The

developed inversion algorithm is applied to the inversion of the synthetic data for typical models of magnetic anomalies

and real airborne data obtained at the Geumsan area of Korea. 

Keywords: magnetic data, 3D inversion, non-uniqueness, resolution model constraint, wavelet transform

서 론

자력탐사는 개략탐사 단계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

에는 측정기기 및 해석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정밀탐사로 발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항공자력탐사가 널리 적용되면서 지하의

3차원 구조 파악을 위한 3차원 해석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그

러나 자력탐사자료의 3차원 역산은 다음의 큰 문제를 내포하

고 있다. 우선 자력탐사자료의 역산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물리탐사자료의 역산과 마찬가지로 비유일해(non-

uniqueness) 문제이다. 즉, 측정값과 동일한 자기장을 생성해

낼 수 있는 대자율 분포가 무수히 많으며, 자료의 수보다 모델

변수의 수가 너무 많은 데서 오는 불충분 문제(under-deter-

mined problem)도 비유일해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의 하

나이다. 또한 자력탐사자료의 심도 분해능이 다른 물리탐사법

에 비하여 매우 낮다는 점도 비유일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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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함께 3차원 역산은 대용량의 메모리가 요구되며, 엄

청난 계산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역산

대상 영역이 증가할 경우, 기억용량 및 계산시간은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하여 실질적인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사전 정보로부터 지하에 소

수의 이상체를 가정하고, 이들의 기하학적 형태 및 이상체의

물성을 추정하는 방법(Bhattacharyya, 1980; Rao and Babu,

1991)이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해석자의 판단을 직접적으

로 결과에 반영할 수 있고 역산변수의 수가 적기 때문에 자료

수의 불충분 문제에 기인한 비유일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이상체의 기하학적 형태에 관한 사전

정보에 심하게 의존해야 하고 해석자의 숙련도에 따라 해석결

과가 달라지는 단점으로 인해 실질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지하를 다수의 작은 미소체로 분할하고 각 미

소체의 물성(대자율)을 역산변수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

법은 근본적으로 불충분 문제에 의한 비유일해 문제를 야기하

며, 이러한 비유일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Last and Kubik (1983)은 이상체의 크기를 최소

화하여 가능한 한도 내에서 단순한 지질구조를 추정하는 방법

(compact inversion)을 제안하였으나, 너무 지나친 단순화로 인

하여 복잡한 지질구조를 영상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Li and

Oldenburg (1996)는 자력값이 이상체의 심도에 따라 감쇠하는

정도를 고려한 모델제한자를 적용한 역산법을 제안하였으며,

비교적 복잡한 지하구조의 영상화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 방

법은 모델제한자 결정에 있어 수치해석과 수치모델링을 통한

경험적 변수를 적용하였다. Portniaguine and Zhdanov (2002)

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심도 및 위치에 따른 감도

함수를 이용하여 모든 자료가 동일한 감도를 갖게 하는 가중

모델변수법(weighted model parameter)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역산법도 지하구조를 심하게 단순화시킨다는 문제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편 일반적으로 3차원 역산은 대용량의 메모리가 요구되며,

엄청난 계산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역산

대상 영역이 증가할 경우, 기억용량 및 계산시간은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하여 실질적인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우선 Li and Oldenburg

(1996)은 감도행렬을 subspace domain으로 축소하여 계산시간

의 절감을 시도하였으나 대상영역이 증가할 경우, 계산과정이

복잡하고 감도행렬의 축소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Pilkington (1997)은 감도행렬의 역행렬 계산에 고속 푸

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을 적용하여 기억용량을 줄이

고 계산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측정이 평면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어, 복잡한 지형에서 획득된 자력탐사자료의 해석에는 사용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Li and Oldenburg (2003)는 웨이블

릿 변환(wavelet transform) 기법을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계산

시간을 절감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한편 최근에는 급속한 전

자기기의 발달에 힘입어 초고속 대용량 개인용 컴퓨터가 속속

개발되면서 그간 대형 컴퓨터에서나 가능하던 3차원 역산도

개인용 컴퓨터에서 수행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하드웨어의 발

달은 물론 병렬계산을 지원하는 각종 컴파일러의 등장도 계산

시간을 절감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급격하게 발전하는 역산이론, 하드웨어 및 소

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개인용 컴퓨터에서 구동 가능한 자력탐

사자료의 3차원 역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계산시간의 절

감을 위하여 모델링 및 역산에서 웨이블릿 변환방법을 적용하

였다. 또한 자력탐사자료의 심도 분해능 확보를 위하여 분해능

모델제한자를 도입하였다. 알고리듬의 검증을 위해 이론자료

에 대한 수치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현장 탐사자료

에 적용하였다. 

자력탐사 3차원 모델링

물질에 외부자기장 He가 가해지면 유도자기장(induced

magnetic field) Hi가 생성되며, 그 크기는 외부에서 가해진 자

기장의 세기와 물질의 대자율 k에 비례한다.

 
 (1)

자력탐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자기장(geomagnetic field)

을 외부자기장으로 생각하고, 지하매질에 의해 유도자기장을

측정하여 지하의 대자율 분포를 파악하는 물리탐사법이다.

Fig. 1에서와 같이 균질하게 자화된 3차원 직육면체가 자북

방향과 θ의 각도를 가지고 위치할 경우를 가정하자. 지구자기

장의 복각을 I, 편각을 D라 하면, 지자기장의 방향코사인은

 
p = cosIcos(D−θ), q = cosIsin(D−θ), r = sinI  (2)

로 주어진다. 마찬가지로 유도자기장의 복각을 I0, 편각을 D0

라 하면, 유도자기장의 방향코사인은

L = cosI0cos(D0−θ), q = cosI0sin(D0−θ), r = sinI0  (3)

로 주어진다. 이때 직육면 이상체에 의한 측정점 P(x0, y0, z0)

에서의 자력이상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4)

여기서 k는 육면체의 대자율, Ip는 지자기장의 세기, α = x −

x0, β = y − y0, h = z − z0이며, R2= α2+ β2+ h2이다. 한편

 (5)

Hi = k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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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4)식의 해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Rao and Babu,

1991). 

 (6)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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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식을 이용하여 직육면 이상체에 의한 자력이상을 계산할

수 있으며, 지하 매질을 여러 개의 직육면 이상체로 분할하여

연속적인 대자율 분포에 의한 자력이상도 해석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6)식을 사용하여 3차원 자력탐사 모델링 프

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우선 개발된 프로그램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Fig. 2(a)에 주어진 바와 같은 경사 모델에 대한 모델

링을 수행하고, Li and Oldenburg (1996)의 결과와 비교하였

다. 지자기장의 세기는 50,000 nT, 복각은 75oN 및 편각 25oW,

이상체의 대자율은 0.06 SI unit로 설정하였다. Fig. 2(b)에 나

타난 바와 같이 Yi and Oldenburg (1996)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가 잘 일치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개발된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이 적정함을 알 수 있다. Fig. 2(c)의 가장자리에서 나

타나는 약간의 차이는 Yi and Oldenburg (1996)의 결과에 2%

의 무작위 잡음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역산이론 

역산을 위해서는 우선 지하 매질을 다수의 요소로 분할하고,

각 요소내의 대자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또한 각 요소에

잔류자화(remanent magnetization)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경우, 자력이상은 지하 매질의 대자율과 선형적인 관계에

있다. 

 (7)

여기서 d는 자력이상 자료벡터, k는 각 요소의 대자율 벡터

이며, 행렬 G는 각 요소의 대자율이 각각의 자료에 미치는 영

향을 의미하는 시스템 행렬이다. 3차원 육면체 요소에 자력이

상의 계산은 Bhattacharyya (1964)에 의해 제시되었고, 후에

Rao and Babu (1991)에 의하여 효과적인 계산이 가능해졌다.

Kunaratmam (1981)은 Bhattacharyya (1964)의 3차원 모델링

을 근거로 2차원 사각형 요소에 대한 2차원 모델링 방법을 제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ao and Babu (1991)의 방법을 사용

하여 각 사각형 요소에 대한 자력이상 자료를 계산하였다.

자력탐사자료의 역산에서 모델변수는 대자율(k)이다. 일반적

으로 대자율은 양의 실수값을 가지며, 그 변화의 폭이 크기 때

문에 자연대수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지하 매질의

대자율은 제한된 범위의 값을 가진다. 즉, 대자율의 상·하한

이 존재하므로 이 또한 역산에 반영할 수 있는, 즉 부등식 제

한(inequality constraint)이 가능한 모델변수를 도입하면 보다

현실성 있는 역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Kim et al. (1999)

은 부등식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변수 p를

 a < k < b (8)

와 같이 제안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역

산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물리탐사자료의 최소자승역산은 다음의 목적함

ΔT x0, y0, z0( ) = G1ln F1( ) + G2ln F2( ) + G3ln F3( ) + G4F4 + G5F5

G1 = Ip Mr Nq+( ) G2 = Ip Lr Np+( ) G3 = Ip Lq Mp+( )

G4 = Ip Nr − Mq( ) G5 = Ip Nr − Np( )

F1 = 
R2 α1+( ) R3 α2+( ) R5 α1+( ) R8 α2+( )
R1 α1+( ) R4 α2+( ) R6 α1+( ) R7 α2+( )

-------------------------------------------------------------------------------,

F2 = 
R2 β1+( ) R3 β1+( ) R5 β2+( ) R8 β2+( )
R1 β1+( ) R4 β1+( ) R6 β2+( ) R7 β2+( )

-----------------------------------------------------------------------------,

F3 = 
R2 h2+( ) R3 h1+( ) R5 h1+( ) R8 h2+( )
R1 h1+( ) R4 h2+( ) R6 h2+( ) R7 h1+( )

----------------------------------------------------------------------------,

F4 = tan
1– α2h2

R8β2

---------- − tan
1– α1h2

R6β2

----------−tan
1– α2h2

R4β1

---------- + tan
1– α1h2

R2β1

---------- − tan
1– α2h1

R7β2

----------

+ tan
1– α1h1

R5β2

---------- + tan
1– α2h1

R3β1

---------- − tan
1– α1h1

R1β1

----------,

F5 = tan
1– β2h2

R8α2

----------- − tan
1– β2h2

R6α1

-----------−tan
1– β1h2

R4α2

----------- + tan
1– β1h2

R2α1

----------- − tan
1– β2h1

R7α2

-----------

+ tan
1– β2h1

R5α1

----------- + tan
1– β1h1

R3α2

----------- − tan
1– α1h1

R1α1

-----------,

R1 = α1

2
β1

2
h1

2
+ + R2 = α1

2
β1

2
h2

2
+ + R3 = α2

2
β1

2
h1

2
+ +

R4 = α2

2
β1

2
h2

2
+ + R5 = α1

2
β2

2
h1

2
+ + R6 = α1

2
β2

2
h2

2
+ +

R7 = α2

2
β2

2
h1

2
+ + R8 = α2

2
β2

2
h2

2
+ +

αk = xk x0– , βk = yk y0– , hk = hk z0– , k = 1, 2.

d = Gk

p = ln
b k–

k a–
----------⎝ ⎠

⎛ ⎞, 

Fig. 1. Three-dimensional rectangular p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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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최소화하는 모델변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9)

여기서 Δp는 모델증분벡터, e는 측정자료와 이론값 사이의

오차벡터, J는 감도행렬(Jacobian matrix), Wd와 Wm은 각각

자료벡터와 모델변수에 가해지는 제한자(constraint), 즉 가중

행렬(weighting matrix)이다. 자료가중행렬 Wd는 자료의 신뢰

도 및 중요성에 근거하여 결정되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

을 경우에는 단위행렬로 간주한다. 반면 모델제한자 Wm은 다

양한 방법이 개발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지하 매질의 물성분

포가 부드럽게 변한다고 가정하는 평활화제한법(Constable,

1987)이나 이를 발전시킨 ACB법(Yi et al., 2003)이 널리 사용

된다. 그러나 자력탐사자료의 역산에 (9)식에 주어진 일반적인

목적함수를 적용할 경우, 비유일해 문제로 인하여 원하는 역산

결과를 얻기 어렵다. 특히 자력이상은 이상체의 심도가 증가함

에 따라 급격하게 감도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므로, 대부분의

이상대가 지표 근처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Li and

Oldenburg, 1996).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

은 새로운 목적함수를 도입하였다. 

 (10)

(10)식에서 로 기준모델로 추정된 모델과 기준모

델 δp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 기준모델은 사전 정보에 의해서

파악된 물성값 분포가 될 수도 있으며, 사전 정보가 없을 경우

에는 배경값을 사용하게 된다. Wβ는 추정모델과 기준모델 사

이의 차이에 가해지는 가중행렬로 자력탐사자료의 역산에서

심도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는 감도를 보상하여, 심부에 위치

한 이상대의 추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그 구

체적인 설명은 다음 절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10)식에 주어진 목적함수를 최소화하는 증분벡터 Δp는 

 (11)

가 된다. 이 방법은 일반적인 반복적 최소자승법과 동일하게

증분벡터를 구할 수 있으며, 제한자 Wβ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계산과정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시간의 부담도 거

의 없다.

자력탐사자료의 역산은 수학적으로 비유일해 문제이며, 대

개 자료 수의 부족에 기인한 불충분 문제로 인하여 비유일해

S = Wd e JΔp–( ) 2
 + WmΔp

2

S = Wd e JΔp–( ) 2
 + WmΔp

2
 + Wβδp

2

δp = p pref–

Δp = J
T
Wd

T
WdJ Wm

T
Wm Wβ

T
Wβ+ +( )

1–

J
T
Wd

T
Wde Wβ

T
Wβδp–[ ]

Fig. 2. (a) A dipping slab model, Comparison of the total field anomaly map calculated by (b) Li and Oldenburg (1996) and (c) that of this

study. The inducing field has direction I = 75o and D = 25o and a strength of 50,000 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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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심화되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측정자료와 이론자료

사이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무수한 모델 중에서 대상지역의 대

자율 분포를 가장 잘 대변하는 모델을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심도에 따른 감도의 급격

한 감소에 기인한 이상대의 천부 집중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모델제한자의 도입이 요구된다. 

(10)식에 주어진 목적함수에서 Wβ에 큰 값을 부여하면 모

델변수는 기준모델에 근접하는 값을 보이게 되며, 반대로 작은

Wβ는 모델변수가 자료(또는 오차)나 모델제한자 Wm에 의해

서 결정된다. 따라서 분해능이 높은 천부의 모델변수에는 큰

가중값을 부여하여 천부의 이상대 출현을 억제하고, 분해능이

낮은 심부의 모델변수에 작은 가중값을 부여하여 심부의 이상

대 출현을 조장하면, 자력탐사자료의 역산결과에서 이상대가

천부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시추공 탐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리탐사자료역산에서 모델변

수의 분해능은 심도 증가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모델분해능에 역행하는 모델제한

을 가할 경우, 역산이 전체적으로 불안정해지는 문제점이 발생

한다. 따라서 이러한 모델제한은 제한된 수의 모델변수에만 가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소자승역산에서 모델변수의 분해능은 다음과 같은 모델분

해행렬(model resolution matrix)로 대변된다(Menke, 1984). 

 (12)

이 모델분해행렬은 모델변수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추정되는가

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만약 모델분해행렬이 단위행렬일 경

우에 추정 모델변수는 참 모델변수가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에는 추정 모델변수는 참 모델변수들의 가중평균값으로 나타

나게 된다. 특히 모델분해행렬의 대각성분은 각 모델변수가 얼

마나 독립적으로 분해되었는가를 의미하며, 이 값이 1에 가까

울수록 분해능이 높은 모델변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Portniaguine and Zhdanov (2002)가 제안한 감도행렬의 자승

합을 가중값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하지만, 그들이 가중값

의 계산에 모델변수의 크기도 포함시켰다는 측면에서 차별화

된다. 

한편 모델분해능에 의하여 모델제한을 가할 경우, 분해능이

낮은 모델변수에 너무 작은 제한이 가해져 역산의 발산 위험

성이 높아지게 된다. 물론 (10)식에 가해진 ACB 모델제한자

가 발산 가능성을 완화시키기는 하지만, 분해능이 낮은 모든

모델변수에 작은 모델제한을 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

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준모델과 추정모델 사이

의 차이가 그 평균 이상인 모델변수에 대하여 분해능을 고려

하여 제한을 가하고, 평균이하인 모델변수에는 큰 모델제한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이러한 접근은 역산 결과에서

이상대를 강조하는 특성을 보이게 된다. 이제 모델분해행렬의

대각성분을 각 모델변수의 분해능으로 가정하고, 높은 분해능

을 보이는 모델변수에는 큰 제한을, 낮은 분해능을 보이는 모

델변수에 작은 제한을 가하는 모델제한자를 다음과 같이 제안

한다. 

 (13)

(13)식에서 λmin, λmax는 ACB 모델제한자의 상하한 값이며,

r은 모델분해행렬의 대각성분값, 즉 해당 모델변수의 분해능,

rmin은 그 최소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새로운 모델제한자는

λmin ≤ Wβ ≤ λmax의 범위의 값을 가지므로 ACB 모델제한자

Wm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모델제한자 Wβ는

기준모델과 차이를 보이는 모델변수를 선별적으로 강조하면서

도, 천부의 이상대 출현을 억제하고 심부의 이상대 출현을 강

화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Wm은 역산의 발산 위험성을 억제

하고 모델변수를 공간적으로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

게 된다. 

웨이블릿 변환(Wavelet Transform)

자력탐사자료의 3차원 역산은 대용량의 메모리가 요구되며,

엄청난 계산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역산

대상 영역이 증가할 경우, 기억용량 및 계산시간은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하여 실질적인 적용에 한계가 있다. 웨이블릿 변환은

신호 및 영상처리 분야에서 푸리에 변환과 함께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온 신호 분석기술이다. 여기서는 자력탐사자료의 역

산에서 대형 선형방정식의 해를 신속하게 구하기 위하여 계수

행렬을 희소행렬(sparse matrix)로 변환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한다. 

웨이블릿 변환은 함수를 모 웨이블릿(mother wavelet)과 이

에서 파생되는 웨이블릿 그룹을 기저로 삼아 분해하는 것으로,

공간영역과 파수영역의 정보를 함께 내포한다. 즉, 신호의 국

지적 특성 및 제한된 파수 특성에 대한 분해능을 동시에 제공

한다. 따라서 웨이블릿 변환은 신호 전체의 주파수 특성만을

분석하는 푸리에 변환과 차별화되며, 신호의 공간적 위치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웨이블릿 영역

에서 공간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신호의 특성은 해당 위치의

웨이블릿 계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공간적으로 가까운

지점의 신호 특성만을 반영한다. 웨이블릿 변환에 사용되는 모

웨이블릿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Haar wavelet 이후 매우 다양

한 웨이블릿이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Daubechies-4

wavelet (Daubechies, 1992)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완만하게 변하는 함수를 웨이블릿 변환하면 많

은 수의 계수들이 0 또는 0에 근접한 값을 보인다. 또한 일정

값 이하의 계수들을 0으로 설정하고, 역 웨이블릿 변환을 하

면 원래의 함수를 복원(reconstruction)할 수 있다. 즉, 웨이블

R = J
T
Wd

T
WdJ Wm

T
Wm+( )

1–

J
T
Wd

T
WdJ

Wβ = 

λmax, if δp δpavg≥

λmin + 
λmax λmin–

rmax rmin–
---------------------- r rmin–( ),  otherwise.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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릿 영역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크기를 갖는 계수만으로도 함

수를 원하는 정밀도 이상의 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한편 웨

이블릿 변환은 선형 변환(linear transform)이다. 따라서 선형방

정식의 해를 구할 때, 행렬식을 2차원 웨이블릿 변환을 통하

여 웨이블릿 영역으로 변환하여 해를 구한 다음, 다시 역 웨이

블릿 변환을 통하여 원래 선형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 즉,

자력탐사의 모델링 및 역산에서 사용되는 감도함수를 2차원

함수로 가정하고, 2차원 웨이블릿 변환하면 많은 요소들이 0

에 근접한 값을 보이게 된다. 이는 감도함수가 매우 완만한 변

화를 보이기 때문이다. 적정 한계값(threshold value) 이하를

보이는 요소들의 값을 0으로 간주하면 웨이블릿 영역에서의

행렬은 희소행렬이 된다. 따라서 웨이블릿 영역에서는 선형방

정식의 해를 구할 때 기억용량의 절감은 물론 계산시간을 크

게 단축할 수 있다. 물론 한계값 이하의 값을 0으로 간주하였

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는 피할 수 없으나, 적정 한계값을 설

정해 주면 상당히 정확한 해를 얻을 수 있다. 최근에는 병렬

계산방식을 이용하여 선형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다양한 소프

트웨어(solver)를 사용할 경우, 계산시간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웨이블릿 변환과 희소행렬 solver

(Pardiso)를 사용하여 병렬계산에 근거한 계산시간의 절감을

꾀하였다. 

한편 웨이블릿 영역에서 적정 한계값의 결정은 역산시간과

신뢰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만약 한계값을 크게 설정하면

0이 되는 요소가 증가하면서, 획기적으로 계산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적정 한계값의 결정은 역산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

다. 본 연구에서는 웨이블릿 영역에서 적정 한계값 설정을 위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웨이블릿 변환에서 오차

로 정의된다. 여기서 d는 공간영역에서의 자료벡터

이고, δd는 한계값 이하 요소를 0으로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이다. 그러나 이 오차는 모델에 따라 달라지며, 이의 계산

을 위해서는 웨이블릿 역변환을 통하여 공간영역으로 변환한

이후에나 계산이 가능하다. 한편 Gi를 원래 계수행렬의 i번째

행, 를 웨이블릿 역변환을 통하여 복원된 계수행렬의 i번

째 행이라고 하자. 웨이블릿 변환은 직교(orthonormal)변환이

므로 의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오차 

가 된다(Li and Oldenburg, 2003). 

여기서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

계값을 결정하였다. 우선 2차원 웨이블릿 계수행렬에서 행의

최대값이 최소가 되는 행을 대표 행으로 선정한다. 그 다음

임의의 한계값 δ을 설정하고 대표 행에서 다음의 오차를 계

산한다.

 

.  (14)

한계값을 변화시키면서 오차 r < 0.04가 되는 한계값 δ을

탐색하고, 이 값을 한계값으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한

계값을 사용하여 인 계수의 수가 전체 계수행렬에서

차지하는 비, 즉 계수행렬의 압축비를 추출한 다음, 압축비가

80% 이상, 95% 이하가 되도록 한계값(δ)을 수정하여 최종 한

계값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시행착오를 통하여 결정하였으며,

계산시간의 절감과 근사에서 야기되는 오차를 적정수준 이하

로 유지해야 하는 문제점을 동시에 만족하는 최적 한계값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방법은 계수행렬의 대칭성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므로 역해를 구하는데 걸리는 계산시간과 기억용

량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각 반복계산에서 얻어지는 모델증분벡터 Δpest와 참 모델증

분벡터 Δptrue는 모델분해행렬과 관련된다. 즉, 

Δptrue = RΔpest.  (15)

일반적으로 추정 증분벡터가 참 증분벡터일 경우, 모델분해

행렬은 단위행렬이 되며, 모델분해행렬의 대각성분은 각 모델

변수의 분해능을 대표한다. 그러나 자력탐사의 경우 심부에 위

치하는 모델변수는 분해능이 매우 작기 때문에 추정 모델증분

벡터는 참값에 비하여 상당히 작은 값을 나타내게 된다. 반복

적 최소자승법을 사용하는 자력탐사자료의 역산에서는 반복계

산이 지속됨에 따라 심부에 위치한 분해능이 낮은 모델변수는

최종적으로 배경값과 유사한 값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문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매 반복계산에서 얻어진

증분벡터에 분해능에 따라 가중값 w를 곱하여 분해능이 낮은

모델변수가 저평가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한편 모델변수의 분

해능은 매우 광범위한 값을 보인다. 따라서 모델변수의 분해능

이 지나치게 작을 경우, 증분벡터가 발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분해능에

의해 결정되는 가중값 w의 범위를 1 ~ 10까지로 분해능의 크

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규화하여 적용하였다. 

.

 (16)

이때 R은 각 모델변수의 분해능을, Rmin과 Rmax는 분해능의

최대 및 최소값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각 반복계산에서 모델

증분벡터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17)

이와 같은 모델증분벡터 가중법은 분해능이 큰 모델변수는

역산에서 추정된 증분값을 그대로 적용하고, 분해능이 낮은 모

델변수는 증분의 크기를 증폭하여 결과적으로 모델변수의 추

정값이 크게 나타나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방법은

반복계산에 따른 오차를 오히려 증가시킬 위험성도 있으므로

일반적인 비선형 문제의 최소자승역산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

r = δd / d

G̃i

Gi  = G̃i r = Gi G̃– /

Gi

r = 

 

G̃ij δ<

∑ G̃ij

2

 
j
∑ G̃ij

2

-----------------

G̃ij δ<

log w( ) = log wmin( ) + 
log wmax( ) log wmin( )–

log Rmax( ) log Rmin( )–
------------------------------------------------log R( ) log Rmin( )– ]

Δp = wΔp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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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력탐사자료는 심도에 따른 분해능

이 거의 없는 특성을 보이며, 자력탐사 문제가 선형문제이므로

인위적 증분벡터의 변형에도 오차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산 수치시험

개발된 3차원 역산 프로그램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이론

자료에 대한 수치시험을 수행하였다. 우선 이론자료는 Fig. 3

에 주어진 바와 같이 100 m × 100 m × 100 m 크기의 정육

면체 모델을 가정하였다. 이때 지자기장의 세기는 50,000 nT,

복각 75oN, 편각 25oE, 이상체의 대자율은 0.06 SI unit 이다.

3차원 모델링을 통하여 1,000 m × 1,000 m 영역에 대하여 지

상 2 m 지점에서 50 m 간격의 격자망 측점에서 자력이상을

계산하고, 2%의 무작위 잡음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자료의 총

수는 441개이다. Fig. 4(a)는 3차원 모델링에서 얻어진 자력이

상을 나타낸 것이다. 

Fig. 4(a)에 주어진 수치자료에 대한 3차원 역산을 위하여 지

하매질을 육면체 요소로 분할하였다. 각 육면체는 x축과 y축

방향으로는 50 m 크기로 분할하였으며, 조사영역 가장자리에

2개씩의 역산 블럭을 추가하였다. 자력탐사의 감도는 심도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심도방향으로는 심도가

증가할수록 그 크기가 증가하도록 7개의 역산요소를 설정하였

으며, 그 최대심도는 500 m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모델변수의

총 수는 4,032 (24 × 24 × 7)개이다. 결과적으로 이 역산은 자

료의 수에 비하여 모델변수의 수가 매우 많은 전형적인 불충

분 조건 문제가 되며, 비유일해 특성을 보이게 된다. 초기모델

과 기준모델은 모든 육면체 요소가 0.0001 SI unit의 대자율

값을 갖는 반무한 균질매질을 가정하였다. 역산에서 최대 반복

계산횟수는 8회로 제한하였으며, 평활화 및 분해능 모델제한

자는 0.05 ~ 1.0의 범위내의 값을 갖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부

등식 제한을 통하여 모든 모델변수는 0.1 SI unit 보다 작은 양

의 대자율 값을 갖도록 제한하였다.

Fig. 4(b)는 역산결과 얻어진 모델에 대하여 3차원 모델링을

통하여 계산된 자력이상 자료를 도시한 것이다. 원래 모델에

대한 이론자료인 Fig. 4(a)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는 역산

오차가 매우 작음을 의미하며, 최종 rms 오차는 0.19 nT이다.

또한 이 역산에는 약 11분 정도의 계산시간이 소요되었다. 비

록 모델변수의 수가 4,032개로 적은 편에 속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정도의 역산에는 10 시간 이상의 계산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이블릿 변환 방법과 병렬

계산이 3차원 자력탐사자료의 역산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Fig. 5는 Fig. 4에 주어진 육면체 모델에 대한 이론자료를 역

산하여 얻어진 대자율의 3차원 분포영상이다. 전반적으로 자

Fig. 3. 3D magnetic susceptibility cube (0.06 SI unit) in a non-

susceptible half-space. The cube has a size of 100 × 100 × 100 m3

and is buried at a depth of 100 m. The inducing field has direction

I = 75o and D = 25o and a strength of 50,000 nT. 

Fig. 4. Comparison of total magnetic anomaly maps; (a) theoretical data for a cube model and (b) data from the recover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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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이상체를 정확하게 영상화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최소자

승 역산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상대의 천부 집중현상이나

심부로 퍼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역산에서 실

제로 추정한 값은 거의 실제값에 가까운 0.05 ~ 0.07 SI 사이

의 대자율 값을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역산블록은 수직

방향으로 7개로 분할하였으며, 역산블록과 실제 이상체가 동

일하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참 모델값에 거의 근접한 값의 추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Fig. 3에 주어진 정육면 이상체 모델은 가장 단순한 형

태의 이상체 모델이다. 또한 역산블록과 이상체가 정확하게 일

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장 탐사자료의 역산에서 역

산블록과 이상체가 일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상체가 역산

블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역산 실험과, 보다 복잡한

이상체 모델에 대한 역산 실험이 필요하다. 

Fig. 6은 경사진 자력이상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경사 모델

최상부의 심도는 50 m, 하부의 심도는 400 m 이다. 지자기장

의 세기는 50,000 nT, 복각은 75o, 편각은 25o, 자기 이상체의

대자율은 0.06 SI unit 로 설정하였다. 잔류자기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주어진 경사모델에 대하여 3차원 모델링을 수행

하였다. 1,000 m × 1,000 m 영역에 대하여 50 m 간격의 격

자망 측점(고도 2 m)에서 자력이상을 계산하고 2%의 무작위

잡음을 추가하였다. 자료의 총 수는 441개이며, Fig. 7(a)는 3

차원 모델링에서 얻어진 자력이상을 나타낸 것이다.

Fig. 5. Recovered 3D model from the inversion of the numerical

data for the cube model. The iso-surface of k = 0.015 SI unit is

displayed.

Fig. 6. A 3D magnetic susceptibility model composed of a dipping

slab (0.06 SI unit) in a non-susceptible half-space. The slab is

buried at the depth of 50 m and extends to 400 m. The inducing

field has direction I = 75o and D = 25o and a strength of 50,000 nT. 

Fig. 7. Comparison of total magnetic anomaly maps for a dipping slab model; (a) theoretical data and (b) data from the recovered model.

2% of Gaussian noise is added to the theoretical data for the inversion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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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모델에 대한 수치자료의 3차원 역산을 위하여 앞의 경

우와 유사하게 모델분할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조사영역 가장

자리에 4개씩의 역산블럭을 추가하였으며, 심도방향으로는 심

도가 증가할수록 그 크기가 증가하도록 8개의 역산요소를 설

정하였다. 따라서 모델변수의 총 수는 6,272 (28 × 28 × 8)개

이다. 이 경우에는 주어진 이상체와 역산블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역산변수는 앞의 역산실험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수렴도 검증을 위하여 반복계산횟수를 10회로 증가시켰다.

Fig. 8. The susceptibility model obtained from the 3D inversion of the data shown in Fig. 7(a). The features in the true model shown by

solid rectangles are evident in the recover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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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b)는 역산결과 얻어진 모델에 대하여 3차원 모델링을

통하여 계산된 자력이상 자료를 도시한 것이다. 원래 모델에

대한 이론자료인 Fig. 7(a)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는 역산

오차가 매우 작음을 의미하며, 최종 rms 오차는 0.18 nT로 나

타났다. 이 역산에는 약 120분 정도의 계산시간이 소요되었다.

Fig. 8은 경사모델에 대한 이론자료의 역산결과로부터 심도

에 따른 대자율 분포양상을 도시한 것이다. 자력 이상대가 존

재하는 않는 50 m 이하의 천부 및 400 m 이하의 심부에서는

이상대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그림에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75 m 심도에서는 x축 방향으로 550 ~ 650 m, y축 방향으로

400 ~ 600 m 구간에 약 0.06 SI의 값을 갖는 대자율 이상대

가 잘 나타나고 있으며, 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 대자율 이상

대의 위치는 경사방향을 따라 이동하고 있어 참 모델을 매우

정확하게 영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300 m 이상의

심도에서는 이상대의 위치 및 형상이 약간 왜곡되어 나타나는

데, 이는 역산블록과 참 이상대의 공간적 위치가 불일치하는데

서 오는 피할 수 없는 왜곡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8(f)는 y

= 525 m 단면에서의 대자율 이상대를 나타낸 것으로 경사방

향으로 대자율 이상대가 잘 영상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9는 경사모델에 대한 이론자료의 역산에서 추정 대자율

이 0.015 SI 이상인 영역을 추출하여 3차원으로 도시한 것이

다. 전반적으로 경사진 자력 이상체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상

부 및 심부의 대자율 값도 참 값에 가까운 값을 보이고 있다.

참 대자율이 0.06 SI 임에도 불구하고 0.015 SI 이상의 영역을

도시한 이유는 3차원 내삽 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 때문이다.

이상의 수치자료에 대한 역산실험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개

발된 3차원 역산기법이 심부의 자력 이상대를 효과적으로 영

상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개발된 프로그램은 자력탐사자료가

심도에 대한 분해능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심부 이상체를

효과적으로 영상화하므로 자력 이상대의 공간적 분포 상태에

대한 정량적 해석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자료의 역산

충청북도 금산 지역에서 우라늄 광상 조사를 위하여 항공자

력탐사가 수행되었다. 조사지역의 지질은 충청북도 금산 지역

일대에 분포하는 옥천계 퇴적암이며, 주된 대상체는 창리층의

대자율이 높은 흑색점판암과 탄질셰일이다. 특히 탄질셰일은

우라늄 함량이 높아 우라늄광 개발을 위한 주된 탐사 대상이

되어왔다. 조사지역 내 이들 지층의 주 경사방향은 북북서 방

향이며, 주향방향은 N50oE 이다(Hong and Choi, 1978). 얻어

진 항공자력탐사자료의 일부에 대하여 개발된 역산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2차원 및 3차원 역산을 수행하였다. 대상영역은

괴산지구에서 얻어진 총 자력 이상도에서 우라늄 광체에 의한

이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상대를 역산 대상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Fig.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금산지역 항공자력탐사 총 자력

이상도에서 자력이상이 뚜렷한 2,000 m × 1,200 m 사각형 영

역을 설정하고, 이 영역의 자료만을 사용하여 3차원 역산을 수

행하였다. 우선 대상 영역을 50 m 간격 격자망으로 분할한 다

음, 각 격자점에서의 자력이상값과 지형자료를 추출하였다. 이

지역의 지자기장의 복각은 52.5o, 편각은 N7.6oW이며, 세기는

50,030 nT이다. 역산 블럭은 수평방향 50 m, 수직방향은 천부

25 m로 시작하여 심부에서는 100 m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여,

적어도 500 m 이상의 유효 역산 심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각 측선에 대한 역산에서 사용된 자료의 수는 1,025개, 역산블

록의 수는 13,824개, 반복계산횟수는 12회로 제한하였다. 역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라그랑지 곱수는 0.05 ~ 1.0의

범위내의 값을 갖도록 하였으며, 부등식 제한을 통하여 대자율

은 0.00001 ~ 0.1 SI unit 범위의 값을 추정하도록 하였다. 각

역산의 rms 오차는 7.4 nT이다. 계산시간은 개인용 PC (Quad-

Core, Window 7)에서 13시간 36분이 소요되었다. rms 오차가

반복계산횟수 8에서 수렴하며, 이 경우, 계산시간은 대략 10

Fig. 9. Recovered 3D susceptibility model for the dipping slab

model shown in Fig. 6. The iso-surface of k = 0.018 SI unit is

displayed. 

Fig. 10. Total magnetic anomaly map of Geumsan area. A 3D

inversion of the magnetic data is performed for the region shown

by the solid rectangle in th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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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정도 소요된다. 

Fig. 11은 Fig. 10에 사각형으로 표시한 영역의 자료에 대한

3차원 역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상부에는 지형을 옅은 색의

3차원 등고선도로 표시하였으며, 역산결과로부터 대자율이

0.03 SI unit 이상인 영역을 추출하여 도시하였다. 이 지역에서

높은 대자율 값을 보이는 흑색 점판암의 주향방향은 y축 방향

이며, 자력 이상대도 이 흑색 점판암을 따라 발달하고 있다. 역

산결과에 나타난 높은 대자율 이상대는 이들 흑색 점판암 중

철분 함량이 높은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부의 이상체는

대략 북북서 방향의 경사를 보이며, 상부층과 그 하부에 하나

의 점판암 층이 더 발달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지만, 이는 지질

조사 및 시추결과와 비교해야만 확실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2는 역산결과 얻어진 대자율 분포에 대하여 3차원 모

델링을 통하여 계산된 자력이상과 현장 자료를 비교한 것이다.

역산에서 rms 오차가 약 7.4 nT이므로 국지적으로 등고선도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영역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현장자료와

이론자료가 잘 일치하고 있어, 역산이 잘 수행되었음을 알 있

다. Fig. 11의 대자율 분포도와 비교하여 볼 때, Fig. 12의 자

력 이상도 좌측 하단(500 m < x < 800 m, 3000 m < y <

3100 m)에 나타나는 이상대가 Fig. 11의 전방에 위치한 이상

체에 의한 것이며, 1300 m < x < 1400 m, 3600 m < y <

4100 m 구간의 자력이상은 Fig. 12의 해당 영역 천부에 발달

한 높은 대자율 이상체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론 및 토의

항공자력탐사는 국내외 광물자원의 광역탐사 단계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물리탐사 기법으로 방대한 지역을 단 시간 내

에 조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탐사 방법이지만, 그 해석은 주로

정성적 방법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자력탐사자료의 정밀하고

정량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3차원 역산을 통해 대자율의 3차원

적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력탐사자료의 3차원 역산법을 개발하였다.

자력탐사자료의 3차원 역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비유

일해 문제와 엄청난 기억용량 및 계산시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유일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모델분해능에 근거한 분해

능 모델제한자를, 계산시간의 절감을 위하여 웨이블릿 변환 기

법을 사용하였다. 분해능 모델제한자는 분해능이 높은 모델변

수에는 큰 제한을 가하고, 작은 모델변수에는 약한 제한을 가

하게 된다. 따라서 분해능이 낮은 심부의 모델변수도 효과적으

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웨이블릿 변환을 통하여 대형 행렬식

을 희소행렬로 변환하고, 병렬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계산시간

과 기억용량을 절감할 수 있었다. 

간단한 정육면체 및 경사 모델에 대한 수치실험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력탐사 3차원 역산알고리듬의 효용성을

검토하였다. 역산 결과 개발된 역산법은 지하의 3차원 대자율

분포를 효과적으로 영상화하였으며, 계산시간 및 기억용량을

절감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를 금산 지역에 얻어진 항공

Fig. 11. A 3D susceptibility model obtained from the inversion of

the data shown in Fig. 10. The iso-surface of k = 0.018 SI unit is

displayed. 

Fig. 12. Comparison of total magnetic anomaly maps over

Geumsan area; (a) measured data and (b) modeling data from the

recover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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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탐사자료의 3차원 역산에 적용하여, 해당지역의 대자율

분포양상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력탐사자료의 3차원 역산은 아직도 극복해야 할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심도 분해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분해능 모델제한자의 경우에도 심도가 500 m 이상일 경우 급

격한 분해능 저하 현상이 수반된다. 또한 전반적으로 분해능이

낮은 모델변수에 작은 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역산이 불안정해

진다는 근본적인 문제점도 발생한다. 이들 문제점은 향후 지속

적인 연구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

가서는 잔류자기를 포함한 역산법과 자료의 불충분 문제 해결

을 위한 3성분 자료획득과 해석방법의 개발도 자력탐사자료의

정밀 해석을 위해서 시급히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2년도 한국광물자원공사(KORES)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입니다.

참고문헌

Bhattacharyya, B. K., 1964, Magnetic anomalies due to prism-

shaped bodies with arbitrary magnetization, Geophysics, 29,

517-531.

Bhattacharyya, B. K., 1980, A generalized multibody model for

inversion of magnetic anomalies, Geophysics, 45, 255-270.

Constable, S. C., Parker, R. L., and Constable, C. G., 1987,

Occam's inversion: a practical algorithm for generating

smooth models from EM sounding data, Geophysics, 52, 289-

300.

Daubechies, I., 1992, Ten lectures on wavelets, SIAM,

Philadilphia, PA.

Hong, S. H., and Choi, W. C., 1978, Explanatory text of the

geological map of Geumsan sheet (1:50,000), Korea research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20-21.

Kim, H. J., Song, Y., and Lee, K. H., 1999, Inequality constraint

in least-squares inversion of geophysical data, Earth Planets

Space, 51, 255-259. 

Kunaratnam, K., 1981, Simplified expression for the magnetic

anomalies due to vertical rectangular prism, Geophysical

Prospecting, 67, 883-890. 

Last, B. J., and Kubik, K., 1983, Compact gravity inversion,

Geophysics, 48, 713-721. 

Li, Y., and Oldenburg, D. W., 1996, 3-D inversion of magnetic

data, Geophysics, 61, 394-408.

Li, Y., and Oldenburg, Y., 2003, Fast inversion large-scale

magnetic data using wavelet transforms and a logarithmic

barrier method, Geophysical Journal International, 152, 251-

265.

Menke, W., 1984, Geophysical data analysis: Discrete inverse

theory, Academic Press Inc.

Pilkington, M., 1997, 3-D magnetic imaging using conjugate

gradients, Geophysics, 62, 1132-1142.

Portniaguine, O., and Zhdanov, M. S., 2002, 3-D magnetic

inversion with data compression and image focusing,

Geophysics, 67, 1532-1541.

Rao, B. D., and Babu, N. R., 1991, A rapid method for three-

dimensional modeling of magnetic anomalies, Geophysics,

56, 1729-1737.

Yi, M. J., Kim, J. H., and Chung, S. H., 2003, Enhancing the

resolving power of least-squares inversion with active

constraint balancing, Geophysics, 68, 931-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