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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5 력계 사례조사 연구

Case Study on Absolute Gravity Measurement using F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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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gravity survey is a base of research earth gravity field determined, perception of the 

vertical motion, change of Geoid, sea-level changes, climate change etc. Recently, FG-5 was 

adopted in NGII. NGII has completed 4 points of absolute gravity survey and 1,400 points of 

relative gravity survey in 2009 to aim to observe 20 points of absolute gravity survey and 6,000 

points of gravity control point by 2013. Using results of gravity survey, NGII will provide citizen 

with data for research about renewal of geoid model and geophysics. This study aims to go over 

examples of utilization of absolute gravimeter & method of utiliz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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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력측량은 지구 력장 결정, 지각의 수직운동, 지오이드면의 변화, 해수면 변화, 기후변

화 등 측지학 , 지구동력학  연구의 기 이다. 최근 국토지리정보원의 보도자료 『  국토

에 한 력정보 구축』에 따르면 력계(FG-5)를 도입하고 2013년까지 국에 

력  20   력기  6,000  측을 목표로 2009년에 력측량 4 , 상 력측

량 1,400여 을 완료하 다. 이러한 력측량 성과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지오이드모델 갱신 

 지구물리 연구를 한 기  자료로 사용되며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

는 국외에서 력계를 도입한 국가를 심으로 력계 활용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국내 황에 해 검토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사례 조사

FG-5는 미국의 Micro-g사에 의해 개발된 자유낙하 방식의 가반형  력계로서 ±2 

μGal (10-6 ㎝/s2)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력계(IMGC-02 등)보다 정확

한 측값이 산정되어 많은 국가에서 사용 이다. 국외의 경우  력계를 활용하여 

력측량 성과를 기 으로 한 력망을 형성하여 수직기 을 확립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활

용하여 고정  지오이드 모델을 구축하고, 상시 측을 통한 재해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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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있다.

① 미국 : 력계를 도입하여 력망 형성, 정  지오이드모델 개발, 화산활동 

측, 해수면 변화, 지각활동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지진에 한 피해 

축소를 한 지각활동과 정  지오이드 모델 개발에 한 연구를 으로 하고 

있다.

② 일본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한신 아와지 지진을 계기로 화산활동, 지각활동에 한 

연구가 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상시 측이 이루어지고 있는  력 에 

한 력측정값을 기 으로 지진과 화산의 활동 후의 값을 비교하여 미세한 변화랑

을 탐지해 지진의 발생을 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③ 캐나다 :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의 변화탐지와 지진에 한 피해를 비하기 해 

상시 측을 통한  력 의 측정값 기 과 비교하여 지각활동에 한 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④ 독일 : 유럽 체에 한 정  지오이드 모델 개발하여 서비스하기 해 유럽 역의  

 력 을 이용한 력망을 형성하고 그 성과를 이용하여 정 지오이드 모델에 

한 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 결 론

국외에서 력계를 도입한 국가를 심으로 력계를 활용한 사례를 조사한 결

과, 력망 구축, 정  지오이드 모델 개발, 지각활동 측, 해수면 변화, 화산활동 측 등 여

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연구 분야는 각 나라별 실정에 따라 다르다.

재 우리나라에서는 력을 이용한 지오이드 모델에 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력데이터 처리를 통한 력망의 형성에 한 연구가 수직기  확립을 해 필요한 실정이

다. 그리고  력계의 상시 측을 통한 지구물리학  조 상을 측하여 지각활동과 

해수면의 변화에 한 자료를 획득하기 해 력망의 형성과 해수면의 변화, 지각활동에 

한 연구  활용을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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