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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에서는 사전 정보가 없는 경우 고정밀 중력 탐사 자료를 광역-나머지 이상으로 분리할 때 중력 이상 자

료의 특성을 바탕으로 다항식 접합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소규모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고정밀 중력 탐사는

1차 평면으로 광역 이상을 근사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중력 이상의 패턴이 1차 평면으로 근사하기 어려운 경우, 먼저 완

전 부게 이상을 Parasnis 밀도 추정 방법으로 분석한 후 중력 이상을 1차 평면으로 근사 가능하도록 분할하였다. 다항식

접합법으로 중력 이상을 광역-나머지 이상으로 분리할 때 중력 이상 자료가 지질 구조 및 중력 이상 분포 특성을 바탕으

로 공간적으로 분할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체 측정 자료를 한꺼번에 분리하지 않고 구획된 각각의 영역에서 광역-나머지

이상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보였다.

주요어: 고정밀 중력탐사, 광역-나머지 이상 분리, Parasnis 밀도 추정법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apply the polynomial fitting for regional-residual separation of

microgravity data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gravity anomaly without a prior information. Since the microgravity

survey is usually carried out in small regions, it is common to approximate regional anomaly by the first-order polynomial

plane. However, if the regional anomaly patterns are difficult to be approximated to a first-order plane, the complete

gravity anomaly is divided into small zones enough to approximate first-order plane by means of Parasnis density

estimation method. The regional-residual separation is then applied on the splitted zones individually. When the gravity

anomalies can be splitted spatially, we showed that the residual anomalies can be more effectively extracted based on

the regional geological structures by regional anomaly separation from each of the divided regions, rather than applying

the entire data set at one time.

Keywords: microgravity, regional-residual separation, Parasnis density estimation method

서 론

 고정밀 중력(microgravity) 탐사는 천연 또는 인공 공동 탐

지, 소규모 단층, 파쇄대, 연약 지반 등 천부 정밀 지질구조를

조사하는 토목-환경 분야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Park et al.,

2017; Yule et al., 1998; Butler, 1984; Arzi, 1975; Neumann,

1967; Colley, 1963). 고정밀 중력 탐사는 고정밀 상대 중력계

를 이용하여 좁은 관심 지역에 대해서만 측점 간격을 1 ~ 20

m 이내로 설정하여 조밀한 중력 자료를 획득하고, 정밀한 중

력 처리 과정을 거친 후 천부의 밀도 분포를 해석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지구 내부의 모든 질량체가 중력계의 스프링에 영

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좁은 탐사 영역뿐만 아니라 주변의 광

역 지질 구조의 영향을 받게 된다. 고정밀 중력 탐사는 소규모

영역의 비교적 작은 천부 이상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큰 구조

에 의해 발생한 광역적인 중력 효과를 부게 이상에서 분리하

여 원하는 나머지 이상을 해석하는 것이 고정밀 중력 탐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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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해석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중력 탐사 자료에서 광역 이상을 분리하여 나머지 이상을

만드는 방법은 중력 자료의 정량적 해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광역-나머지 이상 분리에 대한 연구가 그동

안 많이 있었다. 이를 위한 가장 단순한 방법은 중력 측선 자

료를 그리고 자료의 연속성을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광역 구조

와 나머지 이상을 분리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Telford et

al., 1990). 이 방법은 2차원 자료에는 활용이 힘들고 수작업로

인한 주관적인 오차 때문에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주관적인 수작업을 탈피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객관적

인 방법은 중력 자료를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여 다항식으로

근사하여 광역-나머지 이상을 분리하는 방법이다(Agocs,

1951; Mickus et al., 1991).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광역 이상이 저주파(장파장), 나머지 이상이 고주파(단파장)를

가진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공간 영역 또는 주파수 영역에서

필터링 기법을 이용하여 광역-나머지 이상을 분리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Pawlowski and Hansen, 1990; Gupta and

Ramani, 1991). 다항식 근사법이나 공간 필터링을 이용한 광

역-나머지 이상의 가장 큰 단점은 중력 이상의 모양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즉, 광역 이상에 분리된 나머지 이상은 음과 양

의 이상이 같은 정도로 분포하도록 계산되므로 실제 주로 음

또는 양의 이상체에 의해서 발생되는 나머지 이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력 역산 모델링을 이용하

여 광역-나머지 이상을 분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넓은 영

역의 중력 자료를 이용하여 큰 규모에 대해서 중력 역산 모델

링을 수행한 후 구해진 광역적인 밀도 구조를 이용하여 광역

이상을 생성한 후 관측 중력에서 빼서 나머지 이상을 구한다

(Li and Oldenburg, 1998). 또 다른 광역-나머지 이상 분리 방

법은 깊이 분리 필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깊이 분

리 필터를 순차적으로 중력 이상에 적용하면 표층부터 순차적

인 중력 이상 반응으로 분리가 가능한 성질을 이용하고 있다

(Hammer, 1963; Jacobsen, 1987; Park et al., 2012). 

이 논문에는 석회암 지역에서 수행한 소규모 고정밀 중력

탐사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이상에 해당하는 석회

공동에 의한 저밀도 이상대의 분포를 광역적인 구조에서 분리

해 내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중력 탐

사 자료가 획득된 영역은 지질 구조 및 중력 분포 특성을 바

탕으로 공간적으로 두 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는 특이한 경우

로써 이런 경우 광역-나머지 이상을 분리할 때 지질 구조와 중

력 자료의 특성에 근거하여 분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전 정보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다항식 접합법을

이용하여 광역-나머지 이상을 분리함에 있어 중력 탐사 자료

전체를 일차 평면으로 근사하여 광역-나머지 이상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중력 이상 자료가 지질 구조상 공간적으로 분리

가능한 특성을 반영하여 중력 자료를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각

각의 영역에 다항식 접합법을 사용한 예를 보여주려 한다. 중

력 자료에서 광역-나머지 이상을 분리할 때는 전체 자료를 한

꺼번에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연구 지역과 같이 자료

를 둘 이상으로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 특수한 경

우에는 탐사 영역 자체를 분리하고 다항식 접합법을 적용하면

더 작은 규모의 나머지 이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천부의 영향

을 더 정밀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정밀 중력 탐사 자료

고정밀 중력 탐사 영역은 Fig. 1과 같이 약 100 m × 500 m

영역이며 철도 예정 노선 방향에 따라 약 N30oW 방향의 직사

각형 역역에 해당한다. 탐사 영역 안은 대부분 토양으로 덮여

있고 밭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노두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축척 1:50,000 문경 지질도 상에서도 충

적층으로만 표시되어 있다(KIGAM, 1967). 중력 측선은 동서

방향으로 설정하였고 탐사 영역 내부는 29개 측선을 배치시켰

는데, 해석하려는 천부의 공동 분포를 고려하여 측선 간격 12

m, 측점 간격 6 m로 설정하였다. 탐사 영역 주위의 중력 반응

을 확인하기 위하여 탐사 영역 외부에 30 m 떨어진 남북 방

향 2개 측선과 탐사 영역 북측 외각에 2개 측선을 배치하였고

총 측점 수는 476점이다. 중력 측정은 1 μGal의 정밀도를 가

지는 Scintrex CG5 중력계 2대를 이용하였고 각 측점에서 120

초 동안 자동측정 모드를 이용하여 2회 반복 측정하였다. 기

준 중력망과 결합하기 위하여 탐사 시작 전과 종료 후에 국가

기준망(U0397, 36°46′01.17″N, 128°00′00.68″E, 중력값

Fig. 1. Gravity observation stations on the top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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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821.247 mGal)에서 반복 측정하여 관측 중력값 결정에 사

용하였다. 정밀한 계기보정(drift correction) 보정을 위하여 탐

사 영역 내에 설정한 기준 측정점을 일 3회 이상 반복 측정하

였다. 특히 두 중력계 간의 성능 차이로 인한 왜곡을 보정하기

위하여 중력계를 측선을 교대하여 측정하고 같은 측정점에서

서로 교차 측정하여 중력계 간의 측정값 차이를 보정하였다.

중력 보정 단계로서 Fig. 2(a)는 순 높이 이상(free-air

anomaly)을 보여준다. 순 높이 이상은 측정 높이와 강한 상관

관계를 가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탐사 영역 중앙의 고도가 낮

은 하천지역 및 고도가 높아지며 산 능선 시작되는 남북 양단

경계가 Fig. 1의 중력 측점 고도를 잘 반영하고 있다. 단순 부

게 이상(Fig. 2(b))의 중앙부와 남북 양단 경계부분의 이상값

분포를 보면 지형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정밀

지형 보정이 필요하다.

통상적인 지형보정 방법은 지구 곡률 반경을 고려하여

166.7 km를 단계별로 구역을 나누어 실시하지만 반경 300 m

내외로 매우 좁은 탐사 지역임을 고려하면 고정밀 중력 탐사

에서는 10 km 외부 지역은 지형 보정값이 무시할 정도로 작

다(Lee and Rim, 2010). 그러므로, 10 km 영역에 대한 정밀

지형 보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축적 1:25,000 수치 지형도(도엽명: 문경 도엽번호: 368051)로

부터 격자의 크기가 5 m의 수치고도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을 작성하여 정밀 지형 보정을 수행하였다. 정밀

지형 보정값을 더한 완전 부게 이상도(Fig. 3)는 –23.5 mGal

에서 –21.3 mGal의 분포를 가지는데 중앙 하천(A-A' line)을

경계로 남측 영역은 북쪽 방향으로 선형적인 증가 양상을 보

여주고, 북측 영역은 남측부터 이어지는 선형적인 증가 양상도

Fig. 2. (a) Free-air anomaly and (b) simple Bouguer anomaly.

Fig. 3. Complete Bouguer anom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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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만 동쪽으로 가면서 저이상대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완전 부게 이상으로부터 하천을 경계로 남측과 북측이 서

로 다른 양상의 광역적인 중력 이상 분포를 가지고 있음을 추

정할 수 있으며, 이는 탐사 지역 중앙부 하천을 중심으로 지질

구조가 나눠지는 특성과 잘 일치하고 있다. 광역적인 중력 이

상의 경향성은 중력 탐사 영역 보다 큰 규모의 지질 구조에 의

한 지하 밀도 구조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탐사 지역 내에서만

정략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지질 구조를 반영한 광역 이상과

Fig. 4. Regional and residual anomaly maps from all data by polynomial fitting method: regional anomaly by (a) the first and (b) second

orders, and residual anomaly by (c) the first and (d) second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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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이상을 분리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광역-나머지 이상 분리

나머지 이상은 최종적으로 중력 역산과 같은 정량적인 해석

에 활용되므로 광역-나머지 이상을 분리하는 것은 중력 자료

해석의 중요한 과정이다. 광역 중력과 나머지 중력을 구분하는

것은 정확한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해석 관점에 따라 다

양한 나머지 이상을 생성할 수 있고 실제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관측 중력 이상에서 광역-나머지 이상을 분리하는 다

양한 방법이 개발되어 왔고, 각 방법마다 다소간 다른 양상의

나머지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Agocs, 1951; Beltrao et al.,

1991; Gupta and Ramani, 1980; Mickus et al., 1991; Pawlowski

and Hansen, 1990).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다

항 함수로 광역 구조를 예상하고 이를 완전 부게 이상에서 빼

주는 방법으로 나머지 이상을 구한다. 이 논문에서도 먼저 일

반적인 다항식 접합법을 이용하여 광역 이상과 나머지 이상을

분리하였다(Fig. 4). 다항식 접합법으로 광역 이상을 근사할 때

는 높은 차수로 근사할수록 더 작고 복잡한 양상의 중력 이상

패턴까지 광역 이상으로 구분하려는 성질을 가진다. Fig. 4에

서 보듯이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적용하여 다항식의 차수를 1

차(Fig. 4(a))와 2차(Fig. 4(b))로 근사한 경우 각각 1차 평면과

2차 평면으로 광역 이상을 모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그에 따라

서 나머지 이상들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Fig. 4(c)

and 4(d)). 이 경우 어떤 나머지 이상을 정략적인 해석에 사용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주관적인 선택 과정이 필요하다. 일반적

으로 탐사 지역의 지질 구조 등을 선행 정보로 활용하여 나머

지 이상을 선택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완전 부게 이상(Fig. 3)에서 중앙 부분의 하천을 경계로 남

쪽과 북쪽 영역에 중력 이상 형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

으므로 남측과 북측 영역의 광역 이상 분포가 서로 다른 구조

를 가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력

탐사 자료로부터 밀도를 추정하는 방법의 일종인 Parasnis 방

법을 이용하여 밀도를 분석하였다. Parasnis 밀도 추정 방법은

식 (1)과 같이 순 높이 이상을 세로축으로 설정하고 단위 밀도

로 계산한 지형 보정값과 부게 판의 인력 값에 해당하는 계수

(0.04193)와 높이(h)의 조합을 가로축으로 설정하고, 최소 자승

법을 이용하여 최적의 기울기를 계산하고 그 기울기로부터 밀

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Parasnis, 1979). 

 (1)

식 (1)에서 gFA는 순 높이 이상, gCBA는 지형보정까지 마친

완전 부게 이상, T는 단위 밀도로 계산한 지형 보정 값, h는

측정점의 고도, 는 추정하고자 하는 밀도에 해당한다. 

전체 탐사 영역의 자료를 모두 한꺼번에 사용하여 Parasnis

법으로 추정한 밀도는 신뢰도 95% 구간으로 3.03 ± 0.24 g/

cm3이다. 이는 일반적인 천부 지반의 밀도 범위를 벗어나는 결

과로 탐사 영역 전체가 하나의 밀도로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Fig. 5(a)). 중앙부 하천을 따라 설정한 A-A' 측

선(Fig. 3)을 경계로 남북 영역으로 중력 자료를 분리하여 각

각에 대하여 밀도를 다시 추정한 결과는 Fig. 5(b)와 5(c)에 보

여준다. 북측 영역의 경우 추정 밀도가 2.25 ± 0.06 g/cm3로 계

산되었다. 측정값들이 선형 추세선에 가깝게 밀집되어 있어서

gFA = gCBA + 0.04193h T– 

Fig. 5. Density estimation by Parasnis method using (a) all the data,

(b) the data within the northern part, and (c) those within the

southern part of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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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신뢰 구간으로 밀도를 추정할 수 있었고, 순 높이 이상이

6보다 큰 측점들은 탐사 영역 북측 외각에 설치한 측정점들인

데, 이 측점들도 북측 영역의 추세선과 거의 비슷한 선상에 분

포함을 보여준다. 반면 남측 영역만으로 추정한 밀도는

2.85 ± 0.45 g/cm3로써 자료 분포가 넓어 신뢰 구간도 넓게 추

정되었다. 결과적으로 Parasnis 밀도 추정법을 이용하여 하천

을 경계로 남북측 영역이 서로 다른 양상의 광역 구조가 있음

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영역에서 다항식 접

Fig. 6. Regional and residual anomaly maps from splitting data as northern and southern areas by polynomial fitting method: regional

anomalies by (a) the first and (b) second orders, and residual anomalies by (c) the first and (d) second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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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을 이용하여 광역-나머지 이상을 분리하였다. Fig.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탐사 영역을 두 영역으로 분리한 후 1차와

2차 평면으로 각각 영역의 광역 이상을 근사한 후 결과를 비

교하면 광역-나머지 이상의 다항식 차수와 관계없이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광역 구조를 다항식의 차수에 상관

없이 결정할 수 있으므로 보다 객관적인 나머지 이상을 구할

수 있고 정량적인 역산 해석에도 객관성을 확보 할 수 있다.

분리된 나머지 이상의 크기(Fig. 7)을 비교해 보면 전체 자

료를 한꺼번에 적용한 경우는 다항식 차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만 지질 구조 및 중력 분포 특성을 반영하여 영역을 분

리한 경우에는 다항식 차수가 바뀌어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

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자료를 1차 평면으로 근사하여 분리

한 나머지 이상이 약 –400 ~ +800 μGal 분포를 보이는데 탐

사 영역 전체가 500 m 보다 좁은 것을 감안하면 비현실적으

로 큰 값을 보이고 있다. 반면 2차 평면으로 근사한 경우는 광

역 이상이 완전부게 이상에 더 정밀하게 근사하게 되므로 약

300 μGal 정도의 분포를 보여주고 이는 좁은 영역의 천부 밀

도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다항식의 차수에 따라 서로 다른 양

상의 나머지 이상을 보이게 되면 어떤 다항식의 차수를 결정

해야하는 것에 따라 정량적인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번 연구 지역과 같이 해석 영역을 지질 구조 및 중력 분포

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이상

을 나눠진 작은 영역에서 각각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토의 및 결론

중력 이상은 중력 탐사가 수행된 관심 영역뿐만 아니라 넓

은 지역의 광역적인 구조에 의한 광역 중력 이상이 탐사 지역

안에 분포하는 나머지 이상과 합쳐져서 측정된다. 따라서 중력

탐사 자료를 3차원 역산 등을 적용하여 좁은 지역에서 정량적

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광역 이상을 나머지 이상으로부터 분

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광역-나머지 이상 분리 방법에 따

라 서로 다른 분포를 가지는 나머지 이상이 구해지고, 결과적

으로 지하 밀도 구조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논문에

서는 사전 정보가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항

식 근사에 의한 나머지 이상을 구하는 과정에서 측정 자료의

특성을 Parasnis 밀도 추정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공간

적으로 중력 이상을 두 부분으로 분리가 가능한 특성을 가지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먼저 완전 부게 이상을 두 영역

으로 분리한 후 각각에 대하여 일차와 이차 다항식으로 근사

하여 나머지 이상을 구하였다. 측정 자료 전체를 한꺼번에 사

용하여 나머지 이상을 구한 경우에는 일차 다항식과 이차 다

항식으로 나머지 이상을 분리한 결과들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을 확인하였다. 이는 광역 이상을 구할 때 다항식의 차수를 주

관적으로 선택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탐사 영역을 지질

구조 및 중력 자료 분포 특성을 바탕으로 분리하여 나머지 이

상을 분리한 결과는 다항식의 차수에 관계없이 서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일반적으로 광역-나머지 이상의 분리는

전체 자료에 대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방법론적으로 접근하

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지질 구조적으로 구분된 영역의 중

력 이상 자료를 분석하여 중력 이상 분포 특성에 기반한 영역

분리 및 영역별 광역-나머지 이상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

측정한 중력 이상과 같이 따로 지하 밀도에 대한 사전 정보는

없지만 중력 탐사 자료 자체를 밀도 추정법으로 분석하여 공

간적으로 광역 이상의 존재 범위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측

정 중력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나머지 이상을 분리하

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분리된 나머지 이상은 최종적으로 3차원 중력

역산의 입력 관측값으로 이용되어 3차원 밀도 구조를 추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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