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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정밀 중력 탐사는 천부의 소규모 밀도 이상 구조를 명확하게 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정밀한 측정과

보정뿐 아니라 소규모 이상 구조를 명확하게 분석해 낼 수 있는 역산법도 필요하다. 이것은 역산에서의 타당치 않은(ill-

posed)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정자를 밀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계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가

능해 진다. 이 논문은 다양한 탐사 목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산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2차원 고정밀 중력 역

산 패키지를 구성하였다. 패키지는 Matlab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최선의 역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화형으로 만들

었다. 몇 가지 대표적인 모델에 대한 수치모델링 자료에 역산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역산 알고리듬을 적용

하여 역산 방법들을 비교 및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 탐사 자료에도 적용하였다.

주요어: 고정밀 중력탐사, 역산 패키지, 안정자

Abstract: Since microgravity survey aims to delineate subsurface density structures in small scale, it requires inversion

method, which is able to resolve small scale structures. It can be achieved by adopting a stabilizing functional which

separates density boundary distinctly, which is different concept from general inversion routines. We composed Matlab-

based interactive two-dimensional microgravity data inversion package containing several kinds of inversion routines with

different stabilizing functional, for handling various geologic conditions and survey purposes. Different kinds of inversion

routines in the package were verified and examined with representative synthetic data sets generated by numerical

modeling. In addition, we applied the developed package to a real microgravity survey data.

Keywords: microgravity, inversion package, stabilizing functional

서 론

1 µGal의 민감도(sensitivity)를 갖는 마이크로 중력계

(microgravimeter)가 개발되면서 주로 광역적 탐사에 이용되던

중력 탐사법이 소규모 단층, 파쇄대, 지하 공동, 연약 지반 등

천부 정밀 지질구조를 규명하는 토목-환경 분야까지 적용 분

야가 넓어졌다(Park et al., 2005). 이렇게 중력 측정의 정밀도

가 µGal 수준이고 탐지하고자 하는 대상 구조의 크기가 작을

경우 고정밀 중력탐사(microgravity)라 한다. 고정밀 중력탐사

는 측정의 정밀도뿐만 아니라 대상 구조의 분해능 또한 높아

야 하므로, 탐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역산법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탐사 목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알고리즘의

역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패키지를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구 물리 역산 문제는 타당치 않은(ill-posed) 경우가 많다.

이것은 티코노프 정칙화(Tikhonov regularization)로 해결할 수

Received: 10 October 2017; Revised: 8 November 2017;

Accepted: 8 Nov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E-mail: brim2017@pusan.ac.kr

Address: Department of Earth Science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2, Busandaehak-ro, Geumjeong-gu, Busan, 46241, Korea

ⓒ2017, Korean Society of Earth and Exploration Geophysicist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고정밀 중력탐사 자료 역산 패키지 227

있는데, 이 식에 포함되는 안정자(stabilizer)를 어떻게 규정하

는가에 따라 해의 형태가 정해진다. 가장 널리 이용되는 최대

평활화 안정자는 지구 물리 탐사 자료 역산 해석에서 가장 널

리 쓰이는 안정자이며, 대체로 좋은 결과를 도출한다. 그러나

고정밀 중력 탐사는 지하 공동이나 채굴적 등의 천부의 소규

모 이상 구조를 명확하게 분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물

성(밀도)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계부를 분명하게 구현할 수

있는 안정자를 가지는 역산법도 필요하다. 

이 논문은 다양한 지질 조건과 탐사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

여 가장 널리 쓰이는 최대 평활화 역산법과 함께 평활화를 억

제하여 이상 구조의 경계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역산법들을

포함하는 2차원 고정밀 중력 역산 패키지를 구성하였다. 사용

편의성과 확장성 그리고 이미지 구현의 우수성을 고려하여

MatLab을 기반으로 구축하였다. 패키지는 중간 결과를 모니터

에서 확인할 수 있고, 밀도의 한계와 깊이 가중치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최선의 역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수치

모델링을 통하여 패키지의 역산법들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폐

갱도 탐지를 위한 실제 고정밀 중력 탐사 자료의 해석에도 적

용하였다.

안정자

역산 방정식,

 (1)

에서 d는 Nd개의 측정 중력값에 해당하고 my은 Nd개의 모

델 파라미터, 즉 지하 공간의 밀도 분포가 된다. F는 모델 파

라미터와 측정값 사이의 관계식인 커널인데, 중력 탐사에서는

공간 분포에만 의존하는 선형적인 식이 된다. 중력탐사뿐 아니

라 대부분의 지구물리 역산 문제는 타당치 않다.

타당치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해에 관한

부가 정보를 집어넣어 주는 것이다. 즉, Tikhonov 매개 범함수

(parametric functional) pα(m)을 최소화함으로써 풀어갈 수 있

는데, 이것을 티코노프 정칙화(Tikhonov regularization)라고

한다.

 (2)

여기서, α는 α > 0인 정칙화 매개변수, S(m)은 안정 범함수

(stabilizing functional)인데, 간단히 안정자(stabilizer)라고도 한

다. S(m)에 어떤 제한을 부가하면 식 (2) 문제는 타당해진다

(well-posed). 안정 범함수 S(m)은 역산 문제에 사전 정보

(prior information)를 집어넣는다. 안정자 S(m)의 선택이 해의

형태를 결정한다. 

모델의 L2 노름을 안정자 S(m)으로 선택하면

 (3)

과 같은 모양의 매개 범함수를 얻는데, 이것을 최소화하는 것

은 Marquardt-Levenberg법의 주개념이 된다. 

선택된 모델과 사전 모델 간의 차이의 최소 노름을 이용하

는 안정자를 생각할 수 있는데,

 (4)

이것을 모델 변수의 gradient에 적용하면 널리 알려진 최대

평활화(maximum smoothness) 안정자가 된다.

 (5)

이 안정자는 물리탐사, 특히 전자탐사 자료 해석을 위하여

개발된 많은 역산 알고리즘에 성공적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이 안정자는 실제 지질 상황에서는 종종 볼 수 있는 날카로운

경계면을 잘 구현하지는 못하였으며, m이 불연속인 경우에는

발산을 일으키기도 한다.

최대 평활화 안정자는 모델 변수의 급격한 변화를 억제함으

로써 해를 안정적으로 구할 수는 있지만 그 이름이 암시하는

대로 이미지를 너무 부드럽게 만들어 실제 지질 구조에서 흔

히 볼 수 있는 급격한 지질 경계를 명확하게 묘사하지 못한다

. 고정밀 탐사는 천부의 소규모 이상 구조를 명확하게 분해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물성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계부를

분명하게 구현할 수 있는 역산 방법도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는 이러한 개념의 역산법을 포함하는 고정밀 중력 역산 패키

지를 구성하였다.

Rudin et al. (1992)은 잡음이 많고 희미한 영상을 재구성하

는데 총편차(total variation, TV) 안정 범함수를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gradient의 L1 노름이다. Acar and Vogel

(1994)은 이것이 0에서 미분 불가능인 단점을 보완한 TV 안정

자를 소개하였다.

TV 노름은 모델 파라미터에 불연속이 있어도 불리하지 않

으므로, 급한 파라미터의 변화를 유지하면서도 발산을 막을 수

있다. 동시에 이 노름은 m의 총편차에 한계를 부가할 수 있어

서 블록 구조의 영상화에서 최대 평활화 안정자보다 좋은 결

과를 보인다. 그러나 TV 안정자도 모델 파라미터 변이의 한계

를 줄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전히 실제 이미지를 평활화하려

고 한다.

평활화 효과를 더욱 억제하고 물성 대비를 보다 뚜렷하게

영상화하기 위한 안정자로서는 minimum support (MS) 안정

자가 제안되었다. MS 안정자는 모델 변수의 분포 중에서 최

소 넓이(혹은 부피)를 가지는 모델을 선택한다. MS 안정자를

이용한 역산은 Last and Kubik (1983)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

안되었는데, 자료에 부합하는 모델 중 최소 부피, 즉 최대 뭉

침(maximum compactness)을 가지는 밀도 분포를 정해로 추구

한다. Guillen and Menichetti (1984)는 이를 약간 변형하여 무

게 중심점이나 임의의 축에 대한 관성모멘트(moment of

inertia)를 최소로 하는 최소 모멘트 안정자를 제안하였으며,

d = F̂m

p
α

m( ) = F̂ d–
2

 + αS m( )

P2 m( ) = A m( ) d0–  + α m

SL
2apr

m( ) = m mapr–
2
 = min

Smaxsm m( ) = ∇m
2
 =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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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bosa et al. (1999)은 최소 모멘트법을 분지의 경계면을 해

석하는데 보다 우수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역산 패키지의 구성

중력 역산 패키지는 2차원 역산에 국한하였으며 MatLab을

기반으로 구축하였다. MatLab은 다양한 계산 툴을 제공하며

동시에 결과 이미지를 쉽게 다룰 수 있어서, 수치 계산이 필요

한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는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이다. 

고정밀 중력 역산 패키지에는 가장 널리 쓰이는 maximum

smoothness (MXS)와 total variation (TV), minimum support

(MS), minimum support with focusing (MS with focusing)의

4가지 알고리즘이 포함한다. 각 방법의 안정자는 아래와 같다.

TV :  (6)

MS :  (7)

MXS : (8)

Fig. 1은 역산 패키지의 간략한 구조도이다. 사용자는 자료

를 입력하고 역산 공간을 설정한 후, 적당한 역산법을 선택하

여 역산을 수행한다. 각 역산의 단계별 결과는 모니터에 그림

으로 출력하여 사용자가 해의 변화 양상을 추적할 수 있는 대

화형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각 역산법을 적용할 때, 밀도의 상

한과 하한 및 깊이 가중치를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focusing) 최선의 역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수치모델링

2차원 프리즘 모델에 이용하여 수치모델링을 통하여 이 논

문에서 구성한 고정밀 중력 역산 패키지의 프로그램들을 비교,

검토해 보았다. 

Fig. 2는 1개의 2차원 프리즘 모델에 대한 모델링 결과이다.

프리즘은 중심이 깊이 5 m에 있으며 크기는 3 m × 2 m이고

밀도차는 1.0 g/cm3이며, 계산 중력값에는 2% Gaussian noise

를 포함하였다. 최대 평활화(MXS), 총편차(TV), MS 역산 순

으로 평활화가 적어지고 집중화가 강해짐을 볼 수 있다. 따라

서 이러한 지질 조건에서는 집중화가 강한 MS 역산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MS 역

산은 최대한으로 집중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밀도의 한계를

주지 않으면 Fig. 2(c)에서 보다시피 셀 하나의 크기로 집중하

게 되고 밀도는 밀도가 9 g/cm3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지나친 집중을 막아주기 위하여 밀도의 상한을 주어

야 할 필요가 있다(focusing). Fig. 2(e)는 밀도 상한을 1.5 g/

cm3로 한 MS with focusing 역산 결과인데, 밀도의 상한을 줌

으로써 크기의 집중을 막아 정해에 매우 근접한 결과를 보여

준다. 대부분의 실제 탐사에서 밀도차의 범위는 상당히 비슷하

게 결정할 수 있다. 

Fig. 3은 Fig. 2와 같은 모델에 대하여 밀도의 한계를 1.2 g/

cm3, 1.5 g/cm3, 2.0 g/cm3의 3가지로 주어 MS with focusing

역산을 한 결과이다. 모델의 밀도차(1.0 g/cm3)와 거의 같은 1.2

g/cm3로 밀도 한계를 주었을 때는 거의 정해라 할 수 있을 정

도이며, 1.5 g/cm3의 경우에도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2.0 g/cm3로 주었을 때는 나쁘지 않은 정도의 결과를 보여준다.

Fig. 4는 두 개의 2차원 수직 프리즘 모델에 대한 수치 모델

링 결과이다. 2 m × 7 m의 2차원 수직 프리즘이 2개가 2 m

간격으로 있다. 깊이는 2 m이고 밀도차는 역시 1.0 g/cm3로

주어졌다. 이 경우는 MXS 역산이 밀도 한계를 주지 않은 MS

STV = ∇m
2

β+( )
1/2

SMS = 
m

2

m
2

β
2

+
---------------------

S m( ) = ∇m
2

Fig. 1. Structure of the microgravity inversion package. 

Fig. 2. Inversion results for a 2-D rectangular p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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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산이나 TV 역산의 결과가 더 우수하다. 이상체가 복수이기

때문에 집중하고자 하는 역산법이 더 불리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밀도의 한계를 주어 지나친 집중을 막아주면, 이 경

우에도 매우 우수한 역산 결과를 보여 준다. Fig. 4(e)는 밀도

한계를 1.5 g/cm3로 준 MS with focusing 역산 결과이다. 일

부 셀이 1.2 g/cm3 정도로 집중되면서 이를 보상하기 위한 모

양이 덧붙여졌지만, 모델의 난이도를 감안하면 아주 우수한 결

과라 할 수 있다.

Fig. 5는 크기가 3 m × 2 m인 두 개의 프리즘이 6 m 간격

으로 깊이 5 m에 있는 모델인데, 왼쪽은 밀도가 0.5 g/cm3이

고 오른쪽은 1.0 g/cm3인 경우에 대한 역산 결과이다. 가장 실

질적이지만 가장 어려운 모델이라 할 것이다. MXS나 TV 역

산은 두 개의 이상체의 존재 자체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MS 역산도 오른쪽 한 개의 셀에 밀도 4.0 g/cm3로 집중됨에

따라 몇 개의 저밀도 셀이 보상하고 있는 모양을 보인다. 

Fig. 5(e)는 밀도 한계를 1.5 g/cm3로 준 MS with focusing

역산 결과이다. 두 개의 이상체로 분해는 하였지만, 밀도가 서

로 다름은 보여주지 못하였다. MS 역산법의 논리에 의하여 밀

도 한계값을 하나로 주면 두 개의 이상체는 한계값에 근접하

는 밀도로 집중할 수밖에 없다. 다만, 오른쪽의 밀도가 높아 중

력 이상값이 크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크기가 크

게 나오는 역산 결과를 보여 준다. 이 문제는 시추 결과 등의

밀도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지 않으면 역산으로 해결할 수 없

는 문제이다. 

Fig. 3. Results of MS inversion for a 2-D rectangular prism model with various focusing limits. 

Fig. 4. Inversion results for two 2-D vertical prisms with the same

density contrast.

Fig. 5. Inversion results for two 2-D vertical prisms with different

density contr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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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탐사 자료 해석

전남 화순군 신석리의 지방도 공사 설계를 위하여 폐갱도

및 채굴적 확인을 위하여 고정밀 중력탐사를 하였다. 측점 간

격은 갱도 예상 위치 근처에서는 1 m, 주변 지역은 2 m ~ 3

m로 하여 6개 측선에서 153개 측점에서 측정하였다. 중력계는

AutoGrav CG-3를 사용하였으며, 계기 보정을 위한 되돌이 측

정은 1 ~ 2시간 간격으로 하였다. 측량은 DGPS와 광파측량기

를 함께 사용하여 오차를 3 m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자료처리는 KIGAM의 표준 절차를 따랐으며(Park et al.,

2006), 지형 보정은 1:5,000 지형도로부터 DEM을 추출하여

삼각 요소법으로 계산하였다(Rim et al.). Fig. 6은 부게 이상

에서 7차 다항식을 이용한 광역 중력 효과를 뺀 나머지 부게

이상도 이다. 

나머지 중력 이상도를 보면, 갱구 근처에서 측선 A와 B까지

는 낮은 중력 이상이 보이지 않으며, 측선 C에 이르러 최대

−50 µGal 정도의 낮은 중력대가 보이는데, 이것은 갱도 모양

의 공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정성적으로 해석하면,

갱구에서 C까지는 굴진 갱도로서 이미 무너진 상태이며, 측선

C를 따라 채탄 갱도가 굴진되었거나 채탄에 의한 공동대들이

라고 볼 수 있다. D4 지점의 시추에 의하면, 깊이 8 m에서 갱

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중력 이상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정성적 해석을 염두에 두고 갱도로 예상되는 단

면 L과 이에 수직한 측선 C, 두 개의 측선에 대해, 고정밀 중

력 역산 패키지를 이용하여 해석해 보았다. Fig. 7은 두 측선

의 중력 프로파일이다. 측선 L과 C위의 두 측선에 대해 수치

모델링에서 가장 우수한 역산 성과를 보여준 MS with focusing

역산 결과를 사전 정보와 시추 정보와 함께 해석하였다.

Fig. 8은 갱도로 예상되는 단면과 측선 C에 대한 MS 역산

결과이다. 예상 갱도 프로파일의 역산 결과를 보면, 갱구로부

터 8 ~ 10 m (측선 B ~ C)에 저밀도대를 보여 주며, 그 깊이

는 1 m ~ 2 m로서, 시추 결과로부터 추정하면 측선 C에서는

대체로 4 m ~ 5 m가 되는 것에 비하여 얕게 해석되는데 이

것은 잔여 이상의 추출과 역산에서 밀도대비 상한에 의하여

얕은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측선 C의 역산 결과에서는 C13 ~ C18 범위에서 저밀도대

가 형성되며, 그 중심은 C13 ~ C16에 있으며 예상 갱도(C13)

로부터 서쪽으로 공동이 더 발달한 결과를 보여준다. 역시도

역시 그 깊이는 1 m ~ 4 m 정도로 시추 결과보다는 약간 얕

게 나타난다.

결 론

천부의 소규모 지질구조를 규명하는 고정밀 증력 탐사 자료

의 역산은 소규모 이상 구조를 분명하게 분해해 주어야 하므

Fig. 6. Residual Bouguer gravity anomaly map of Sinseok-ri site.

Fig. 7. Residual Bouguer gravity anomaly profiles over profiles (a)

L and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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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밀도가 변화하는 경계부를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역산

도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지질 조건과 탐사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역산법을 포함하는 역산 패키지를 구성하

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가장 널리 쓰이는 최대 평활화 역산법과 함

께 평활화를 억제하여 이상 구조의 경계부를 뚜렷하게 보여주

는 TV 역산과 MS 역산을 포함하는 2차원 고정밀 중력 역산

패키지를 구성하였다. 패키지는 MatLab을 기반으로 구축하였

으며, 중간 결과를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밀도의 한계와

깊이 가중치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최선의 역산 결과를 얻

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논문은 2차원 문제에 국한하였지만,

추후에 3차원 패키지로 확장할 것이다.

1개의 2차원 프리즘, 두 개의 수직 프리즘, 그리고 밀도가 서

로 다른 두 개의 수직 프리즘의 3가지 모델에 대한 수치 모델

링을 통하여 패키지의 역산 프로그램들을 비교, 검토하였다.

최대 평활화(MXS), 총편차(TV), MS 역산 순으로 평활화가

적어지고 집중화가 강해진다. 따라서 천부의 소규모 이상체 탐

지를 목적으로 하는 고정밀 중력 탐사에서는 집중화가 강한

MS 역산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 준다. 그러나 MS 역산은

최대한으로 집중하여 과도한 밀도의 최소의 크기로 집중시키

기 때문에 밀도에 한계를 주는 MS with focusing 역산이 가장

역산 성과가 좋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전남 화순군 신석리의 지방도 공사 설계를 위하여 폐갱도

및 채굴적 확인 위한 고정밀 중력탐사 자료를 이 논문에서 구

성한 역산 패키지를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사전 정보에 따른

예상 갱도와 이에 직교하는 두 개의 중력이상 프로파일에 대

하여 MS with focusing 역산법으로 폐갱도의 분포에 대하여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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