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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I propose the algorithm that the location of a magnetic dipole can be detected from the magnetic

gradient tensor. I induce the location vector of a vertically magnetizated dipole from the magnetic gradient tensor. Deficit

of magnetic moment of magnetic dipole makes the induced location information incomplete. However, if the observation

of magnetic gradient tensor would be collected on more points, the algorithm is able to catch the location of the magnetic

dipole by clustering the solution of the proposed algorithm. For example, I show that the synthetic case of borehole

observation of magnetic gradient tensor can find the source location successively by picking common solu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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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에서는 자력 변화율 텐서를 이용하여 자기 쌍극자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알고리즘에 대하여 기술하였

다. 수직으로 자화된 자기 쌍극자에 의한 자력 변화율 텐서에서 출발하여 자기 쌍극자의 위치 벡터를 유도하였다. 그러

나 이 경우 자기 쌍극자의 모멘트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자기 쌍극자의 위치 벡터가 불완전하게 유도된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측정점에서 측정된 자력 변화율 텐서값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자

기 쌍극자의 위치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시추공에서 자력 변화율 텐서가 측정되었다고 가정한 합성 모델

실험에서 자력 변화율 텐서와 자기 쌍극자 자동 탐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자기 쌍극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자력 변화율 텐서, 자기 쌍극자

서 론

최근 자력 탐사 장비의 발달로 손쉽게 자력 변화

율 탐사를 수행하여 UXO 탐지나 고고학 분야에 적

용되고 있다(Brawon II et al., 2004; Sanchez et al.,

2005; 이희순 외, 2010). 자력 변화율 탐사 방법은

총자력이나 특정 성분의 자력만을 측정하는 탐사 방

법에 비해 비약적으로 높은 분해능을 가지고 있으므

로 얕은 심도의 이상체나 이상체들간의 거리가 짧은

경우에도 통상적인 자력 탐사 방법에 비해 더 정밀

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Schmidt and Clark,

2006).

포텐셜 자료의 텐서 해석을 위한 이론 연구로는

Pedersen and Rasmussen(1990)이 포텐셜 텐서의 불

변량들(invariants)을 유도하였고 이 불변량들의 지구

물리학적 해석을 이용하여 이상체의 차원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였다. Beike and Pedersen(2010)

은 포텐셜 텐서의 불변량들을 실제 항공 중력 변화

율 탐사 자료 해석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포텐셜 텐서의 불변량 계산에 있어서는 변화율 텐서

의 모든 성분을 알고 있을 때만 적용 가능하므로 장

비의 제약상 모든 성분을 측정하지 못할 때는 적용

이 불가능하다. 중력 변화율 텐서 해석에 비해 자력

변화율 텐서 해석은 자화 방향에 따른 영향으로 인

해 측정 자료의 해석이 어렵다. Nelsen(1988)은 복잡

한 자력 변화율 텐서를 비교적 간단히 해석하기 위

하여 푸리에 변환을 통해서 이상체의 규모를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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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도를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자력 변화율 텐서 해석 방법의 하

나로써 가장 간단한 형태인 자기 쌍극자 형태의 이

상체를 가정하고 자력 변화율 텐서를 이용하여 자기

쌍극자의 위치를 찾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자력 변화

율 탐사를 수행하면 5개의 독립적인 성분을 얻을 수

있는데 이들 성분을 조합하여 자기 쌍극자의 위치를

찾는 방법이다. 이 논문에서는 Rim and Li(2010)이

제안한 중력 변화율 텐서의 모든 성분을 다 사용하

지 않고 최소한 3개의 성분만을 이용하여 중력 이상

체의 위치를 찾는 방법을 바탕으로 자력 변화율 해

석으로 확장하였다.

자력 이상체의 위치를 자동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오일러 디컨벌루션(Euler deconvolution)이 널리 사용

되고 있는데(Reid et al., 1990; Rim et al., 2007), 오

일러 디컨벌루션은 자력 이상값이 이상체와 관측점과

의 거리에 따라 감쇠되는 정도를 이상체의 모양에

따라 상수로 지정하는 오일러 방정식에 기초한다. 따

라서 오일러 디컨벌루션에서는 자력 이상값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함수의 일부분으

로 가정하고 이상체의 위치를 계산한다. 따라서 관측

점들의 범위를 한정하는 창(window)의 크기, 어느 정

도까지가 이상체의 위치라고 정하는 임계값(threshold),

이상체의 모양을 결정하는 상수(structure index) 등에

의하여 수 많은 가짜 해(spurious solution)을 만들어

서 해석을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이 논문에

서 제안하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단일 자기 쌍극자의

경우에 해당하지만 자력 변화율 텐서들을 조합하여

실제 자기 쌍극자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자력 변화율 텐서와 위치 벡터 사이의 

관계식 유도

자화 방향이 수직 방향인 자기 쌍극자(magnetic

dipole)의 경우 자력 포텐셜은 식 (1)과 같이 주어진

다(Blakely, 1996).

(1)

여기서 V는 자력 포텐셜, M은 자기 쌍극자의 모멘

트, 는 수직방향 단위 벡터, = (xp, yp, zp)는 측정

점의 위치 벡터 rq= (xq, yq, zq)는 자기 쌍극자의 위치

벡터이다.

임의의 방향으로 자화된 경우 자극화 변환(reduction

to the pole, RTP)을 적용하여 수직 방향의 효과로

변환하면 같은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다.

자력 변화율 텐서 Γ는 자력 포텐셜(식 1)을 두 번

미분하여 얻어지고 이는 식 (2)와 같다.

(2)

여기서 예를 들어 x 방향의 y 방향 변화율은 Bxy이

고 이것은 y 방향의 x 방향 변화율인 Byx와 같다. 또

한 포텐셜 이론에 의하면 대각 성분의 합은 항상 0

이다(Blakely, 1996). 즉 자력 변화율 텐서의 특성은

대칭이고 대각 성분의 합이 0이므로 독립적인 성분

의 개수는 5개이다.

식 (2)에서 자력 포텐셜에 대한 이차 미분을 직접

적용하여 자력 변화율 텐서를 구하면 식 (3)과 같다.

(3)

여기서 식을 간단히 보이기 위하여 각각 x=(xq−

xp), y = (yq − yp), z = (zq− zp)로 설정하였고,  R=

은 측정점과 자기

쌍극자 사이의 거리이다.

측정점과 자기 쌍극자 사이의 벡터에 해당하는 r=

(x, y, z)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지수가 3개이므로 자

력 변화율 텐서 성분들 중 최소한 서로 독립적인 3

개의 성분으로부터 유도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예를 들어 Bxz, Byz 그리고 Bzz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

하여 유도하였는데 다른 독립적인 3성분으로도 동일

한 방법으로 유도가 가능하다. 먼저 유도 과정을 위

하여 x
2
+y

2
=ε z

2
를 가정한다. 여기서 ε은 선택된 텐

서의 성분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값이고 자세한

유도 과정은 부록 A에 수록하였다.

먼저 Fig. 1에서 보듯이 측정점과 자기 쌍극자 사

이의 벡터 r을 각각의 평면에 투사한 벡터와 각 축

과의 각을 구하면 식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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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θxy는 벡터 r을 x-y 평면에 투사한 벡터

와 x 축과의 사잇각에 해당한다.

그리고 측정점과 자기 쌍극자 사이의 거리는 측정

점과 자기 쌍극자 사이의 벡터 r의 크기와 같고 이

는 식 (5)와 같다. 식 (5)의 자세한 유도 과정은 부록

B에 첨부하였다.

(5)

식 (4)와 (5)를 이용하여 측정점과 자기 쌍극자 사

이의 벡터 r을 구하면 식 (6)과 같고 이에 대한 자세

한 유도과정은 부록 C에 기술하였다.

r = ±|r|ζ (cosθyz cosθxy , cosθyz sinθxy , sinθyz sinθxy)

(6)

여기서 ζ = (cos
2
θxy cos

2
θyz + sin

2
θxy)

−1/2
이다.

식 (5)에서 자기 모멘트 M의 정보를 알지 못함으

로 자기 쌍극자의 거리가 불완전하게 유도되었으므로

식 (6)을 알 수 있는 정보로만 정리하면 근사식 (7)

과 같다.

r∝ζ (cosθyz cosθxy , cosθyz sinθxy , sinθyz sinθxy) (7)

자력 변화율 텐서를 이용한
이상체 위치 자동 결정 방법

측정점과 자기 쌍극자 사의 거리(식 5)에서 자력

모멘트 M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측정점과 자기 쌍

극자 사이의 벡터를 각 평면에 투사한 벡터와 각 축

과의 사잇각들(식 4) 만을 이용하여 이상체의 위치를

자동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고안하였다.

1. 먼저 주어진 자기 쌍극자의 위치를 탐색할 공간

을 격자화하여 검색할 격자점들(xk, yk, zk)을 만

든다. 그리고 자기 쌍극자 위치 자동 결정에 사

용할 자력 변화율 텐서 측정점들(xp, yp, zp)이

포함되도록 적당한 창의 크기를 설정한다. 이

때 창의 크기는 최소한 측정점이 2점 이상이 포

함되도록 설정한다.

2. 주어진 창 내에 있는 측정점(xp, yp, zp)들에서

식 (7)을 이용하여 식 (8)과 같이 방향 코사인

(c1, c2, c3)을 구한다.

(c1, c2, c3)

= ζ (cosθyz cosθxy , cosθyz sinθxy , sinθyz sinθxy) (8)

3. 검색하고자 하는 격자화된(xk, yk, zk)점이 식 (9)

를 만족하면 그 격자점을 자기 쌍극자가 존재하

는 위치로 선택한다. 여기서 τ는 주어진 격자

점과 τ 이내에서 식 (9)를 만족하도록 설정하는

변수이다. 자기 쌍극자가 정확히 격자점에 위치

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어진 격자점과 일정 허용

한 거리 내에서 식 (9)를 만족하면 해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거리가 된다.

(9)

여기서 (c1, c2, c3) = 이다.

4. 모든 측정점에서 대하여 창을 이동해 가면서 1

에서 3까지의 과정을 반복한 후 선택된 격자점

들이 모이는 구간을 자기 쌍극자가 존재하는 영

역으로 선택한다.

자기 쌍극자의 모멘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력

변화율 텐서를 이용하여 자기 쌍극자의 위치를 결정

하기 위해서는 각 측정점들에서 상기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선택된 점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선택한다. 여

기서 측정점들을 포함하는 창의 크기를 설정하는 문

제는 측정점들의 분포 양상을 보고 결정한다. 또한

θxy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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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relation between r, θ and ϕ. r is the

positioning vector between observation point P(xp, yp, zp) and

location of magnetic dipole Q(xq, yq, zq). θxy is the angle

between x axis and projected positioning vector on x-y plane

and is the angle between y axis and projected positioning

vector on y-z plane. ϕxy and ϕyz are the projection angles of

positioning vector on the x-y plane and y-z plane, respec-

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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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9)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격자점과 실제

자기 쌍극자와 거리 허용치에 해당하는 τ는 격자점들

의 간격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다.

모델 실험

Fig. 2는 자력 변화율 텐서를 이용한 자기 쌍극자

위치 자동 탐지 방법의 결과를 보여준다. 이 알고리

즘의 검증을 위하여 시추공에서 자력 변화율 텐서 측

정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 서로 독립인 세 성분

Bxz, Byz, 그리고 Bzz를 이용하였다. Fig. 2c는 시추공에

서 계산한 자력 변화율 텐서의 세 성분 값을 보여준

다. 각 성분에 가우시안(Gaussian) 잡음을 5% 섞어서

모델링하였다. Fig. 2a에서 보듯이 중앙에 자기 쌍극

자(붉은색 원)가 위치하고 측정 시추공(푸른색 삼각형)

은 동남쪽에 위치한다. 각 측정점에서 θxz와 θyz를 구

하고 식 (7)을 계산한 방향 코사인은 Fig. 2b안에서

시추공 측정점 위에 푸른 색 화살표로 표현하였다.

방향 코사인으로 그려진 푸른 색 화살표의 일부는 실

제 자기 쌍극자가 존재하는 방향과 다른 곳을 지시하

고 있는데 이는 자기 쌍극자와의 거리가 멀어지므로

작은 변화율 값으로 측정되어 잡음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모든 자력 변화율 텐서 자료의 측정

점에 대하여 각 창마다 해를 구하고 그 해들의 공통

적으로 수렴한 해를 푸른 색 점으로 표현하였다(Fig

2b). 모델 실험에서 구한 자기 쌍극자의 위치(푸른색

점)는 주어진 실제 자기 쌍극자의 위치(붉은 색 원)와

매우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이때 창의 크기와 해

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거리인 τ를 적절히 설정해

야 하는데 이 부분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Fig. 2. Locating a magnetic dipole using magnetic gradient tensor. (a) In upper panel, the red circle and blue triangle repre-

sented the location of dipole source and observation borehole, respectively. (b) In main panel, the algorithm proposed in the text

showed the perfect match between the solutions (blue dots) and real magnetic dipole location (red solid circle) even though the

magnetic tensor had a white noise. The blue arrows which were calculated by directional cosines on the observation borehole

pointed the location of magnetic dipole. (c) In right panel, Bxz, Byz and Bzz are shown as three independent components of mag-

netic gradient in case calculated on the borehole observation points. Each component has 5% Gaussian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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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토의

이 논문은 자력 변화율 텐서를 이용하여 자기 쌍

극자의 위치를 찾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위

하여 수직 방향으로 자화된 자기 쌍극자에 대하여

자력 변화율 텐서 성분들과 자기 쌍극자의 위치 벡

터에 대한 관계식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자기 쌍극자의 모멘트에 대한 정보가 없음으로 완벽

한 형태의 자기 쌍극자를 지시하는 위치 벡터를 유

도할 수 없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점에서

자기 변화율 텐서 성분들이 얻어졌다고 가정하고 구

해진 해들이 수렴하는 영역을 자동 선택하는 알고리

즘을 제안하였다. 시추공에서 자력 변화율 탐사가 수

행되었다고 가정한 모델 시험에서 자력 변화율 텐서

를 이용한 방법으로 자기 쌍극자의 위치를 찾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자기 쌍극자는 수직 방향으로 자화되었

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일반적으로 지하 이상체

는 지자기 방향으로 자화되었다고 가정하고 유도 자

기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극화 변환을 수

행한 후에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면 자

력 변화율 탐사 방법으로 자기 쌍극자의 위치를 파

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방법의 한계는 이상체

의 반응이 자기 쌍극자로 가정할 수 있을 때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측정점의 위치가

이상체로부터 충분이 떨어져 있어서 이상체가 자기

쌍극자로 근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실제 자력 변화율 텐서 측정 자료에 적용

하여 이 방법의 효용성을 검증할 필요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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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x2+y2= ε z
2
에서 ε 유도

x
2
+y

2
= ε z

2
의 관계식에서 자력 변화율 텐서의 독립

된 3개의 성분인 Bxz, Byz, 그리고 Bzz을 이용하여

ε을 유도하는 과정이다. 먼저 식 (A-1)과 같이 Bxz,

Byz, 그리고 Bzz를 이용하여 새로운 변수인 Ωz를 정의

한다.

(A-1)

식 (A-1)에 자력 변화율 텐서 성분인 Bxz, Byz, 그

리고 Bzz값을 넣고, x
2
+y

2
= ε z

2
인 관계식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식 (A-2)와 같다.

(A-2)

식 (A-2)를 ε의 다항식으로 전개하면 식 (A-3)과

같다.

ε
3
+ aε

3
+ bε + c = 0 (A-3)

여기서

a = −9Ωz− 8

b = 12Ωz +16 이다.

c = −4Ωz

ε에 대한 3차 다항식 (A-3)의 일반 해를 구하면

식 (A-4)와 같이 ε을 유도할 수 있다.

(A-4)

여기서

이다.

세 개의 해가 얻어지나 ε이 양의 실수라는 조건을

고려하면 적절한 해를 선택할 수 있다.

부록 B: 측정점과 자기 쌍극자 사이 거리 |r| 유도

자력 변화율 텐서 성분 중 하나인 Bzz로부터 식

(B-1)을 얻을 수 있다.

(B-1)

식 (B-1)에 x
2
+y

2
= ε z

2
을 대입하고 R을 소거하여

정리하면 식 (B-2)와 같다.

(B-2)

식 (B-2)에서 z
2
을 구하면 식 (B-3)과 같다.

(B-3)

따라서 측정점과 자기 쌍극자 사이 거리 |r|은 식

(B-4)와 같이 유도된다.

(B-4)

그러나 식 (B-4)에서 자기 모멘트 M에 대한 정보

가 없으므로 측정점과 자기 쌍극자의 거리는 자기

모멘트의 비례하는 정도만을 알 수 있다.

Ωz

Bxz
2

Byz
2

+

Bzz
2

------------------=

Ωz

ε 4 ε–( )2

2 3ε–( )2
-------------------=

ε1
a

3
---– η

1 3⁄
βη

1 3⁄–
–+=

ε2
a

3
---–

1

2
--- η

1 3⁄
βη

1 3⁄–
–( )–

3

2
------i η

1 3⁄
β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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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ε3
a

3
---–

1

2
--- η

1 3⁄
βη

1 3⁄–
–( )–

3

2
------i η

1 3⁄
βη

1 3⁄–
+( )+=

β
b

3
---

a
2

9
----–=

η
ab

6
------

c

2
---– β

3 a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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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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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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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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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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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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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M( )2 z
2

R
14

------- 3R
2

– 5z
2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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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z
2

3M( )2 2 3ε–( )2

1 ε+( )7
-------------------

1

z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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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2

3M( )2 2 3ε–( )2

1 ε+(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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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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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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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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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θxy와 θyz를 이용하여 식 (7) 유도

벡터 r을 x-y 평면에 투사한 후 x 축과의 사잇각

인 θxy와 벡터 r과 x-y 평면과의 사잇각인 ϕxy을 이

용하여 기술하면 식 (C-1)과 같다(Fig. 1 참조).

r= |r| (cosϕxy cosθxy , cosϕxy sinθxy , sinϕxy) (C-1)

마찬가지로 벡터 r을 y-z 평면에 투사한 후 y 축과

의 사잇각인 θyz와 벡터 r과 y-z 평면과의 사잇각인

ϕyz을 이용하여 기술하면 식 (C-2)과 같다.

r= |r| (sinϕyz , cosθyz cosϕxy , sinθyz cosϕyz) (C-2)

식 (C-1)과 (C-2)는 동일한 벡터 r을 표현하고 있

으므로 각 성분 별로 비교하여 미지 변수인 ϕxy와

ϕyz를 소거하고 자기 변화율 텐서 성분으로부터 구한

θxy와 θyz만으로 표현하면 식 (C-3)을 얻을 수 있다.

r= ±|r|ζ (cosθyz cosθxy , cosθyz sinθxy , sinθyz sinθxy)

(C-3)

여기서 ζ = (cos
2
θxy cos

2
θyz + sin

2
θxy)

−1/2
이다.

식 (5)에서 보듯이 자기 모멘트에 대한 정보의 부

재로 인하여 정확한 거리에 대한 정보를 모르기 때

문에 식 (C-3)은 근사식 (C-4)와 같이 표현되어야

한다.

r∝ζ (cosθyz cosθxy , cosθyz sinθxy , sinθyz sinθxy)

(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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