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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지역에서의 정사보정량 산정

Computation of orthometric correction in mountainou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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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scribes the mountainous area which is located in Gyeongsangbuk-do and 

Jeollanam-do used the relative gravimeter in the object and is measured and the gravity data 

which used orthometric correction, is a physical height the altitude in compliance with the level 

measurement which is an altitude and a geometric height is really a difference in compliance with 

the method which is various calculated orthometric height. In addition, calculated by various were 

compared & analyzed by orthometric correction  against the objective area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orthometric correction method of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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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력은 지구상 무수히 작용하는 힘들  하나로써, 측지학과 지구물리학 등의 분야에서 

지구의 형상  지구 내부 구조에 련한 연구 등에 주로 활용되어진다. 이는 도에 따른 

원심력의 차이, 지구 내부 도의 불균등 분포에 따른 인력의 차이 등 무수히 많은 요인들

에 의해 여러 지역에서 다르게 측정됨으로서 학문  활용성이 크다(이 철, 2008). 특히 측

지학 분야에서는 력측량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된 등포텐셜면  각 지역의 평균해수면과 

가장 유사한 면을 높이의 기 면으로 활용하고 있다(Tsuboi, 1983; Li et al., 2001). 이러한 

기 면에서 지표면까지의 높이를 정표고(orthometric height)로 정의하고 있으며, 부분의 

국가가 정표고를 국가의 기  표고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측 력 신에 

정규 력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정규정표고(normal orthometric heights)를 사용하고 있으며, 

재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국내의  수 에서의 력측량이 시행 에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의 많은 부분이 산악지역인 경우 지표면의 기복 변화  지구내부

의 다양한 물리  향으로 력의 변화가 평탄한 지역에 비해 크며, 이러한 경우 실측 력

을 고려한 정표고 산정이 필요하다(최 선 등, 1997; Meyer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와 라남도에 소재한 산악지역을 상으로 상 력계에 의해 

취득된 력 자료를 이용하여 물리  높이인 정표고와 기하학  높이인 수 측량에 의한 표

고간의 차이인 정사보정량을 여러 계산식을 용하여 계산하고, 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

리나라 지형조건에 가장 합한 정사보정량 계산식을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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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고찰

정표고는 지구 표면의 한 지 에서 지오이드상 지 까지 이어진 연직선분의 길이를 의

미한다. 지형의 기복변화가 심하고 그에 따른 포텐셜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산악지역의 경

우 보다 정확한 정표고 결정을 해서는 정사보정량 계산이 꼭 필요하며, 이는 식 (1)에 의

해 설명될 수 있다. 

 ∆     ∆ (1)

3. 정표고 산정

3.1 연구 상지역

본 연구는 산악지역에서의 정사보정량을 여러 계산식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기 한 연구이며, 이를 해서는 지형의 기복에 따라 정사보정량의 변화가 뚜렷이 

보이는 상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형  비교

 지형의 기복이 큰 경북지역에 소재한 총 58개소의 1등 수 과 지리산 일 에 소재한 

22개소의 1등  2등 수 을 연구 상지로 선정하 으며, 상 수 에서의 상 력측

량을 실시하 다.

3.2 상 력자료의 획득  처리

경북지역의 경우 LaCoste & Romberg사에서 제조한 G형 상 려계  G-899 모델을 

이용하여 상 력측량을 수행하 으며, 경북 학교 내에 소재한 력보조 을 기 으로 사

용하 다. 한 남지역의 경우 한국표 연구소에 소재한 력기 을 이용하여 상 력측

량을 수행하 으며, Scintrex사의 CG-5 상 력계를 이용하 다.

획득된 상 력자료는 조석보정, 드리 트보정, 망조정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하

여 처리되었으며, [표 1]은 경북지역에 련한 망조정 단계를 거친 최종 계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No. 도 경도
표고

( )

력

( )

리에어이상

()

부게이상

( )

1 35.891 128.599 72.5200 979,816.170 28.690 20.580 

2 35.885 128.582 60.7390 979,817.880 27.260 20.460 

⋮

57 36.960 127.925 118.9530 979,881.750 16.280 2.970 

58 36.989 127.926 115.1240 979,887.900 18.670 5.790 

[표 1]  경북지역의 력자료 처리 결과

3.3 정사보정량 계산

최종 처리된 력자료를 이용하여 각 수 에서의 정사보정량을 앞서 제시한 바 있는 

여러 계산식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이를 해 기 타원체면에서 도 변화에 따른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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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인 정규 력을 계산하 으며, 본 연구에서는 2005년 Hofmann 등에 의해 제시된 바 있

는 식 (4)를 이용하여 GRS80 을 기 타원체로 한 정규 력을 계산하 다.

   sin 
  sin

(4)

GRS80 기 타원체에 기반한 정규 력 계산을 해 필요한 물리  상수는 [표 2]에 나타

낸 값들을 이용하 다(Featherstone, 1998).

구분 GRS67 GRS80 WGS84

  () 978031.84558 978032.67715 978032.53359

 0.001931663383 0.001931851353 0.00193185138639

 0.00669460532856 0.00669438002290 0.00669437999014

[표 2]  정규 력 계산을 한 물리  상수

  

한 앞서 제시한 여러 계산식을 이용하여 경북지역에 소재한 수 에서의 정사보정량

을 계산한 결과는 [표 3]에 나타낸 것과 같다.

No.
Nassar Hofmann & Moritz Hwang & Hsiao Strang

     

1-2 0.094 -0.048 -0.363 -0.007 -0.048 -0.130 

2-3 -0.118 -0.012 -0.127 -0.003 -0.013 -0.045 

⋮

57-58 1.821 -0.696 0.173 -0.665 -0.696 -0.378 

58-1 -25.855 7.202 -3.402 5.789 7.214 1.528

[표 3]  경북지역에 소재한 수 에서의 정사보정량 계산 결과

3.4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사보정량 계산식에 의해 계산된 결과에 한 상 분석을 실시하

고, 두 변수간의 련성을 구하기 해 보편 으로 이용되고 있는 피어슨 상 분석을 사

용하 다. 상 분석은 여러 계산식에 의해 계산된 각각의 정사보정량간의 상 분석과 수

간의 표고차와 계산된 정사보정량간의 상 분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 다.

그 결과, 여러 계산식에 의해 계산된 각각의 정사보정량간의 상 분석에서는 유의수 을 

10-20으로 설정했을 경우,  ,  , 그리고 이 유의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수 간의 표고차와 계산된 정사보정량간의 상 분석에서는 경북지역과 남지역

의 결과가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  , 그리고 이 공통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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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여러 계산식에 의한 정사보정량을 계산하고, 계산 결과를 이용한 상 분

석을 실시한 결과, 그 결과, 6가기의 정사보정량 계산식  3가지 계산식( ,  , 그리고 

)이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한 계산된 정사보정량과 표고차간의 상 분석 결과, 

Nassar에 의해 제안된 바 있는 은 유의수 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 그리고 이 공통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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