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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률 계산에 의한 해저면 지형요소 추출 기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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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저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지형요소를 추출할 수 있는 곡률계산법을 개발하여 태평양 심해 평원지역의

수심자료에 적용하였다. 선형 최소자승오차법을 사용하여 해저면을 임의의 2차원 곡면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곡면

의 곡률은 결정된 2차항 계수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고유값(eigen value)을 통해 계산하였다. 곡률의 크기와 부호 변화는

해저구릉, 해저계곡과 같이 해저면 지형의 기하학적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곡면 구성에 참여하는 자료의 개수에

따른 반응을 비교하여 최적의 곡면 크기를 설정하였고, 계산된 곡률과 지형요소간의 대응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최적의 한

계값을 실제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결정하였다. 또한, 배경잡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존 곡률 계산 방법을 개선하여 고

유값의 합을 사용하는 새로운 곡률 계산법을 적용한 결과 추출한 지형요소간의 주향방향 연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곡률계산에 의한 지형요소 추출법은 망간단괴 채광 가능지역 추출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곡률계산법, 최소자승법, 고유값, 지형요소 추출, 채광가능지역

Abstract: A seafloor curvature measurement method was developed to extract redundant topographic features from the

multi-beam bathymetry data, and then applied to the data of abyssal plain area in the Pacific. Any seafloor might be

modeled to a quadratic surface determined in a linear least squares sense, and its curvature could be derived from the

eigen values related with quadratic model parameters. The curvature's magnitude as well as polarity showed distinct

relationship with ge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eafloor like as ridge and valley. From the investigation of curvature's

variation with the number of data in the quadratic surface, the optimal size of data aperture could be applied to real

bathymetry data. The application to real data also required the determination of the accompanying threshold values to

cope with corresponding topographic features. The calculation method of previous studies were reported to be sensitive

to the background noise. The improved curvature measurement method, incorporating the sum of eigen values has reduced

unwanted artifacts and enhanced ability to extract lineament features along strike direction. The result of application shows

that the curvature measurement method is effective tool for the estimation of a possible mining area in the seamount

free abyssal hill area.

Keywords: curvature measurement, least square, eigen value, topographic feature extraction, minable area

서 론

해저면에 노출된 단층의 간격, 방향, 길이에 대한 통계학적

인 연구는 해저면 형성과정의 이해에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Edward et al. (1991)은 동태평양 해령(East Pacific Rise, EPR)

지역에서 획득한 수심자료와 해저면 음향영상(side scan sonar)

자료를 분석하여 활성단층의 너비, 해저구릉의 생성 모델 등과

같은 심해평원의 형성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분석 작업

에는 해저면 음향영상 지형도에서 수천 개의 단층들을 수작업

으로 측정하고 수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전통적인 해저면 해석방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해석과

정에서의 주관적 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량적인 해저지형

분석기법의 개발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시도되었다(Fox and

Hayes, 1985; Goff and Jordan, 1988; Shaw and Smith, 1990;

Shaw, 1992; Little and Smith, 1996). 주파수영역에서 통계적

모델을 이용한 Fox and Hayes (1985)의 접근방식은 남서태평

양에 산재하여 있는 해저산들의 분포, 크기 등의 해석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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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해저산이 없는 심해평원에 적용하기에

는 부적절한 방법이다. 

1980년대 후반 MIT 산하 Woods Hole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중앙대서양 해령(Mid-Atlantic Ridge, MAR)에서 획득한 심해

견인용 측면주사음향측심기(Deep Towed Side Scan Sonar,

DTSSS)인 TOBI와 다중음향측심기 Sea Beam의 탐사자료 해

석에 참여하면서 지형자료 분석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

였다(Goff and Jordan, 1988; Shaw and Smith, 1990; Shaw,

1992; Little and Smith, 1996). 법선벡터(normal vector)를 이

용하여 해저면의 경사도 방향에 따른 해저면 분류를 시도하였

으며(Shaw and Smith, 1990), 다음에 발표된 경사면의 최대변

이점인 곡률(curvature)을 이용한 지형분석 방법을 개발하여

더욱 정확한 지형해석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Shaw, 1992;

Shaw and Lin, 1993) 반면에, 다른 연구자들이 통계적 모델에

의존하는 동안, 웨이브릿변환(Wavelet Transform) 영상분석의

성과(Canny, 1986)를 도입한 웨이브릿에 기반을 둔 디지털 지

형영상 분석기법이 제시되었다(Little, 1994; Little and Smith,

1996). 국내에서도 웨이블릿 디지털 필터를 이용한 지형요소

추출방법이 태평양 심해저 지형자료에 적용된 바 있으나(정미

숙, 2006; 해양수산부, 2007), 직관적인 기하학적인 특징에 기

초를 둔 법선벡터와 곡률계산에 의한 지형요소 추출 시도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심해저 망간단괴 부존지역의 채광불능지역을

판별하기 위하여 해저면 곡률 분석기법을 개발하였다. 우리나

라 심해저 광구지역의 지형자료로부터 해저구릉, 해저계곡 및

경사면의 위치를 추출하기 위해, 수치적 접근방법을 개발하였

고 이를 해저면 지형자료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심해평원지역의 지형적 특징

1970년대 처음 도입된 다중빔음향측심기는 그때까지 대단히

평탄하고 지형변화가 없는 곳으로만 알고 있던 대양저 바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Macdonald et al., 1996). 동태

평양의 클라리온-클리퍼톤(Clarion-Clippertion) 균열대 지역이

서쪽으로 확장해가면서 해저 지판이 받은 인장-수축의 힘에

의해 형성되는 태평양 해저의 지구조는 사람들의 상상외로 상

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Kennet, 1982; Goff, 1993;

Macdonald et al., 1996). 이러한 연속된 구릉은 전 대양 면적

의 30%를 점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분포하나, 이들 구릉의 구

체적 성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Macdonald et al., 1996).

태평양 심해저면에 노출된 단층의 간격, 방향, 길이에 대한

지구통계학적인 연구는 대양저 해저면 형성과정의 이해에 많

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수심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저구릉과

해저계곡은 대부분 남북 방향으로 길게 신장된 구조를 갖는다.

Edward et al. (1991)은 동태평양 해령지역의 수심자료와 해저

면 음향영상 자료를 분석하여 활성단층의 너비, 해저구릉의 생

성 모델 등과 같은 심해평원(abyssal hill) 형성과정의 이해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은 해저면 음향영상 이미지에서 나

타나는 수천 개의 모든 단층을 수작업으로 수치화하여 분석한

대단히 소모적인 일이었으며, 해석자에 따라 다른 결과를 제시

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Fig. 1은 태평양 심해저 망간단괴 부존지역의 개발 유망 지

역을 판별하기 위하여, 지형자료로부터 해저구릉과 해저계곡

그리고 경사면의 위치를 추출하는 과정을 예시하는 그림으로,

Fig. 1. Bathymetry map of study area, whereas dash lines denote promising fault lines and circles are drawn around several potential volcanic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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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고자 하는 주요 구조선들을 점선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

림에 나타낸 지역은 대한민국 심해연구지역(Korea Deep

Ocean Study, KODOS)의 일부로서 우리나라 광구 전체 면적

에 비해 상당히 작은 규모이나, 평면상의 수심도에서 해저계곡

이나 능선과 같은 지형요소를 해석하는 일은 상당히 숙련된

경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Fig. 1에서 서경 132o

를 경계로 왼쪽과 오른쪽은 인근 지역임에도 상당히 다른 지

형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오른쪽의 구조선은 다른 종류의

점선을 사용하여 도시하였다. 

그러나 Fig. 2의 첫 번째 그래프는 이 지역의 수심 단면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평면도에서 다르게 인식된 오른쪽 지역이 수

심이 다소 깊을 뿐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수심도에 사용된 색상 스케일에 의해 착시현상이 발

생한 경우로서 이는 해석자의 오류를 야기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를 잘 설명해 준다. 또한, 원으로 표시한 부분은 심해평원

에 간헐적으로 존재하는 화산체(volcanic edifice) 부분으로, 이

는 심해평원지역의 전체적인 특징에서 벗어난 다른 기원의 지

형요소로서 해석이 용이하지 않다.

연구지역의 수심 특성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Fig. 2는

KODOS 지역 중에서 KR5 구역의 남쪽 지역의 동서 방향 수

심 단면도이며, 이 수심자료를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

하여 구한 공간주파수(spatial frequency) 스펙트럼을 함께 나

타내었다. 태평양 심해평원의 지형적인 특징은 남북방향의 주

향대가 대양저 산맥에서부터 생성되어 점차 서쪽으로 이동하

며 발달하여 반복적인 형태를 띠게된다. 2차원 수심자료를 푸

리에 영역으로 변환하여 특정 공간주파수에 따른 상대적인 에

너지 분포를 확인한 결과 연구지역은 골과 마루의 주기가 최

소 약 1/0.5 즉, 2 km 이상의 비교적 완만한 파동으로 구성되

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보다 작은 파장의 지형요소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기가 10 km ~ 20 km에 달하

는 상당한 규모의 해저구릉 구조가 지배적인 지형구성 요소

중의 하나임을 공간주파수 분석으로부터 알 수 있다.

 

곡률(curvature) 계산 이론

위치 좌표가 (x, y)인 임의의 2차원 곡면(quadratic surface)

x(x, y)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z(x, y)=Ax2y2+Bx2y+Cxy2+Dx2+Ey2+Fxy+Gx+Hy+ I  (1)

Fig. 3과 같이 3 × 3의 2차원 지형 요소를 상정할 때, 식 (1)의

각각의 계수는 다음의 식 (2)와 같은 관계를 갖는다(Zevenbergen

and Thorne, 1987).

A=[(Z1+Z3+Z7+Z9)/4− (Z2+Z4+Z6+Z8)/2+Z5]/L
4

B=[(Z1+Z3−Z7−Z9)/4− (Z2−Z8)/2]/L3

C=[(−Z1+Z3−Z7+Z9)/4+ (Z4−Z6)/2]/L3

D=[(Z4+Z6)/2−Z5]/L
2

Fig. 2. Horizontal depth profile along 9o50'N retrieved from the

bathymetry map of Fig. 1 (top) and the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 curve of spatial frequency spectrum in Fourier domain

(middle and bottom). 

Fig. 3. Schematic diagram representing seafloor bathymetry

distribution as 3 × 3 altitude submatrix (modified from Zevenbergen

and Thorne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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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2+Z8)/2−Z5]/L
2 (2)

F=(−Z1+Z3+Z7−Z9)/4L
2

G=(−Z4+Z6)/2L

H=(Z2−Z8)/2L

I=Z5

위 식에서 알 수 있듯이 9점의 좌표와 고도자료가 주어지면,

이 점들을 통과하는 최적의 곡면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구하고자 하는 2차원 곡면은 일반적으로 미지수의

개수 9개 보다 많은 관측자료 수를 갖게 된다. 따라서 미정계

수의 결정문제는 Overdetermined 문제로 전환되고 관측치와

예측치의 자승오차인 L2 norm을 최소화 하는 Linear Gaussian

역산인 Least Square 문제로 귀결된다(Menke, 1989). 좌표

(xi,yi)에서의 고도(수심) 관측 자료를 zi라 할 때, 이를 식 (1)에

대입하여 식(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zi=A +B +C +D +E +F

+Gxi+Hyi+ I  (3)

이를 William Menke의 표기형식에 따라 행렬식으로 표현하

면, 즉 z=Gm, 아래의 식 (4)가 된다. 여기서, z는 지형자료 벡

터, G는 자료 kernel 행렬이며 m은 모형계수(model parameter)

벡터를 각각 나타낸다.

 (4)

최소자승법에 의한 해는 추정치와 관측치의 차인 오차를 최소

화하는 추정 벡터 mest를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차의 제곱

합을 모델 계수에 관한 미분 값이 0이 되게 하는 벡터 mest를

구하면 되는데, 오차 E는,

 (5)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구하고자 하는 모델계수 mest는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Menke, 1989).

=  (6)

위 식 (6)에서 N은 관측 자료의 개수를 나타낸다. 행렬

[GT
G]−1는 대칭행렬(symmetric matrix)이므로 가우스 소거법

(Gaussian Elimination)에 의해 주어진 선형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 즉, 최소 자승오차법에 의해 9점 보다 많은 위

치의 수심자료로부터 이 영역의 지배적인 지형요소로 이루어

진 2차원 평면을 근사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식 (1)의 계수를 살펴보면, 3차항 이상의 계수 A, B, C는

Zevenbergen and Thorne (1987)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

로 이전의 Evans (1980)의 방법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항목으로서, 이전의 접근방식을 일반화한 모형이다. 이 모형의

특징은 수리지질학의 관심사항(예, 역류배수지(upstream

drainage) 모형)을 추가 해석하기 위하여 A, B, C 항의 3차 항

이상의 계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해저면 지형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모델에 적용한 결과, 결정

된 계수들이 거의 0에 가까운 아주 작은 값으로서 다음의 곡

률 계산에는 고려하지 않았다. 

좌표상의 한 지점에서 곡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Evans, 1980; Zevenbergen and Thorne, 1987; Shaw,

1992; Shaw and Lin, 1993). 본 연구에서는 대서양중앙해령의

다중빔 탐사 자료 해석에 처음으로 곡률 해석방법을 도입한

Shaw and Lin(1993)의 고유치(eigen value)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여 곡률을 계산하였다. 2차원 평면의 좌표 (x, y) 위치의

해저곡면은 3차항 이상의 계수를 생략하면, 식 (8)을 변형하여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 vTAv + bTv + I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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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hysical meaning of eigen values can be explained by the

curvature of major (λ1) and minor (λ2) axis of surrounding surface

connecting two vectors.



곡률 계산에 의한 해저면 지형요소 추출 기법 개발 167

 (8)

이고, 벡터 b가 나타내는 1차 항의 계수는 곡면의 평행이동에

관련되는 값으로 계산하고자 하는 2차원 평면의 곡률과는 직

접적인 관련이 없고, 행렬 A의 두 개의 고유치인 λ1, λ2가 구

하고자 하는 곡률이다. 2 × 2 행렬의 고유값은 A 행렬이 표현

하는 두 좌표를 2차원 평면상의 임의의 포물선으로 연결하였

을 때 장축 방향, 단축 방향의 크기(길이)를 의미한다(Davis,

1986, Fig. 4). 행렬 A의 고유값은 det[A−λI]=0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식 (10)과 같이 구할 수 있다.

 (9)

 (10)

모형 반응 시험

곡률의 부호 변화

먼저, Fig. 5에서와 같이 간단한 해저면 모형을 통해 고유값

의 부호 변화를 살펴보았다. 장축과 단축 방향으로 모두 증가

하는 모델인 Fig. 5의 (a) 모델은 해저평원 지역의 지형분석에

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고유값이 모두 양수인

경우의 수학적 모델로서 본 연구에서 기대하고자 하는 지형과

는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내는 모형이다. 얻어진 두 개의 고유

값 중 작은 것을 λ1이라 정의한다면 ( ), λ1이 음수인

경우 λ2의 부호에 따라 단순 해저면 모형은 새들(saddle), 해

저구릉(ridge), 해저산(peak) 등으로 분류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저면 지형의 변화는 곧바로 구성한 곡면의 곡률

부호 변화만으로도 인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Shaw and Lin (1993)은 대서양중앙해령의 지각 연구

에서, 그들이 분석하고자 한 해저지형은 해저구릉과 같이 중심

에서 주변으로 가면서 감소하는(concave down) 2차원 곡면이

었다. 따라서 그들은 계산된 두 개의 고유값 중에서 작은 값인

λ1을 구성한 2차원 평면의 곡률을 대표하는 값으로 사용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곡률을 모두 사용하였다.

곡면 크기에 따른 반응 변화

곡률계산법의 모형시험의 한 방안으로 실제 해저면 지형자

료의 일부를 추출하여 실제자료에의 적용가능성을 타진하였다

. Fig. 6에서 그림의 오른쪽은 왼쪽의 원 지형자료를 2차원 곡

면으로 근사하였을 때의 각각의 결과이다. 그림의 (a), (b)는

해저구릉 모형으로서 계산에 참여하는 지형자료의 크기 변화

에 따른 반응을 살펴보았다. 포함하는 지형자료의 폭을 0.9

km 즉, 11 × 11개의 지형자료로 작성한 결과에서 모델과 실제

지형과의 rms 오차는 무척 작았다. 또한, Shaw and Lin (1993)

이 지형요소의 곡률 값으로 사용한 첫 번째 고유값은 음의 값

으로 비교적 큰 값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해저구릉의 일부

자료만으로 곡면을 구성하여 두 번째 고유치가 양의 값이 계

산되었다. 

Fig. 6의 (b)는 해저구릉을 완전히 포함할 수 있는 규모의 자

료를 사용하였다. 적용한 지형자료의 개수는 21 × 21이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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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the shape of various quadratic surfaces due to the eigen value's polarit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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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해저면 길이는 가로, 세로 각각 1.8 km에 해당된다. rms 오

차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델링 결과 구릉지형을 비교적 정확

하게 곡면으로 구성하였고, 고유값도 두 값 모두 음의 값으로

계산되었다.

Fig. 6의 (c), (d)는 해저지형에서 간혹 나타나는 함몰지

(depression) 모델을 실제 지형자료에서 추출하여 적용하였다.

지형자료의 길이를 1.8 km로 한 모델(c)과 2.88 km인 모델(d)

에서 예상대로 고유값이 모두 양으로 계산되었고, 함께 계산한

rms 오차는 비교적 작은 값을 구할 수 있었다.

실제 해저면 지형에서 해저 구릉이 분명한 경우에도 모델링

자료의 개수에 따라 고유값의 부호가 달라졌다(Fig. 6(c), (d)).

따라서 해저구릉에 관심을 둘 경우, 두 고유값 중에서 작은 값

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산된 곡률도 동일 지형

요소임에도 자료 개수가 많아질수록 곡률이 급격하게 작아지

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적용하는 자료의 개수가 커질수록

구성곡면이 지형의 지배적인 특성만을 반영하기 위해, 완만해

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실제 자료에 적용할 경우에는 곡

률의 절대 값에 의존하지 않고, 적용하는 자료의 크기별로 곡

률을 정규화(normalize) 하여 도면에 도시하였다.

한편, 지형자료의 규모가 커질수록 두개의 고유값의 차이가

Fig. 6. (left) Topographic ridge (a, b) and depression (c, d) models and their best fitting quadratic surface (synthetic) results (right) vary with

variable number of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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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남북방향의 구조선이 발달한 연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Fig. 1에서 알 수 있

듯이 곡면의 단축 방향인 동서(x)방향에 비해 장축방향인 남북

(y)방향의 지형변화는 완만하게 이어져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

를 반영하는 곡면은 기울기의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

이라 사료된다.

결과 및 고찰

최적 곡면 크기와 한계값(threshold)의 결정

실제 지형자료에 적용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Fig. 7에서는 곡면구성에 사용하는 자료의 개수 즉, 곡률 계산

법에 적용하는 곡면 이동창(moving window)의 크기에 따른

변화를 비교하였다. 곡면의 규모에 따른 반응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크기가 너무 작은 경우 국부적인 지형 효과를 반영하

여 복잡한 반응을 나타내고 반면에 너무 큰 경우 결과가 완만

하여 지형요소를 추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연구지역의 지형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곡면의 크기를 30(Fig. 7에

서 이동창의 반지름은 15 data unit)로 설정하였다. 이때, 수심

자료의 격자간격이 90m이므로 곡면의 크기는 2.7 km × 2.7

km에 해당되는 사각형이 된다.

결정된 곡면 규모로부터, 계산된 곡률 값과 지형요소와의 대

응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해저구릉과 해저곡을 대변할 수 있

는 각각의 최적 한계값을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결정

하였다. Fig. 7의 왼쪽 곡률 축의 부호를 바꾸어서 나타냈으며

이는 음의 값은 해저구릉에 해당되는 지형요소를 나타내고, 반

면에 양의 곡률은 함몰지 혹은 해저계곡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곡률계산법의 개선

연구지역 전체에서 곡률을 계산한 Fig. 8의 위 두 개의 그림

은 고유값 중에서 작은 값(λ1)과 큰 값(λ2)의 분포를 각각 나타

낸다. λ1의 경우 Shaw and Lin (1993)의 주장대로 지형 기복

구조선의 형태를 비교적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으나, 주향방향

의 수직한 여러 배경 잡음 또한 탐지하여 겉보기에 자료의 해

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으며, 자료 해석과정에서도 쉽

게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λ2의 경우는 해석이 더

욱 곤란하지만 구조선의 방향을 대략적으로만 제시하고 있다

고 평가된다. 

기존에 발표된 곡률 계산법을 수정하여 개선된 결과를 얻기

위해, 전문 GIS 소프트웨어인 ArcINFO의 기술 서적(McCoy

and Johnston, 2001)을 참고하여 곡률 계산 방법의 변형을 시

도하였다. Fig. 8의 아래 결과는 각 고유값들의 합(평균)을 새

로운 지형요소 곡률의 지시자로 삼아 나타내었다. 따라서 식

(10)은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 D + E (11)

λ = 
D E+( ) + D E–( )

2

F
2

+

2
--------------------------------------------------------------- + 

D E+( )− D E–( )
2

F
2

+

2
------------------------------------------------------------

Fig. 7. Change of applying window size (aperture) shows various matching result when applied to the bathymetry profile (bottom). From the

comparison of pre-set optimum aperture with real bathymetry data, the upper and lower threshold values could be determined. Theses values

can be considered as the boundaries to topographic ridge and valley, respectively.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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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1)을 도입한 의도는 각각의 고유값의 합을 곡률로 상정할

경우 두 개의 고유값 간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는 복잡지형

의 경우 서로 상쇄되어 배경 값에 가깝게 될 것이고, 고유값의

부호가 일치하는 경우 이는 서로 증폭되어 지형요소의 굴곡을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0에 가까운 작은 고유

값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Fig. 8의 세 번째 그림은 두 가지 고유값의 합을 사용한 방

식의 결과로서, 곡률의 부호 정의로 부터 회색 부분은 해저구

릉에, 검은색 부분은 해저계곡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앞의 λ1과

λ2에 의한 결과에 비해 추출한 지형요소 간의 주향방향 연속

성이 뚜렷하게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광물자원 개발에의 적용 가능성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태평양 심해저 망간단괴 부존지

역에서는 채광장비가 주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많은

해저면 균열대가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 모두는 해저구릉과 사

면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현섭, 2007). Fig. 1에서

제시한 태평양 심해평원지역에 대하여 곡률 계산법으로 추출

한 지형요소를 이용하여 망간단괴 채굴이 가능한 채광가능지

역만을 산정하였다. 

Fig. 9는 Fig. 1의 수심자료로부터 해저능 및 사면지역을 제

거한 모습으로, 계산된 곡률값 중에서 음의 값에 해당되는 즉,

해저구릉과 사면지역의 값들을 채광장애 혹은 불가능지역으로

간주하여 선별 분리하였다. 적용 결과 지역 전체의 약 75.3%

만이 실제 채광이 가능한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이 지역

의 망간단괴 예상 매장량은 약 6천백 5십만 톤이므로(해양수

산부, 2007),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실제 가채량은 약 4천 6백

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Fig. 8. Results of curvature method applied to the bathymetry data: eigen values (top and middle), and their average (bottom) with 2.7 km

coverage window (30 data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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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OS 지역의 실제 지형자료에 개발된 곡률계산법을 적용

하여 채광가능지역을 추출한 결과 지형도(Fig. 1)에서 비교적

평탄해 보이던 연구지역 동쪽 부분이 오히려 급한 경사면을

가진 지역으로 판단되어 많이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지형도 표현 방법을 음영기복(shaded relief) 기법이라 하

는데, 지형을 보다 잘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오히려 지형해석

을 혼란스럽게 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단적인 예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수치적인 지형요소 추출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위와 같은 수치적인 지형요소 추출방법을 이용한 심해저 망

간단괴 개발지역의 가채량 산출 방법의 개발은 향후 심해저

개발의 경제성 평가 등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

리라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 동해를 비롯한 전 세계 대양저

에 분포하는 가스하이드레이트의 부존지역이 주변 해저에 비

해 해저면이 약간 뛰어나온 pock mark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접해저면 탐사장비인 Side Scan Sonar 영상자

료의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곡률

계산에 의한 지형요소 추출방법을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지

역의 멀티빔 탐사자료에 적용한다면 pock mark 해저면의 기

하학적 특성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해저면 분석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해저구릉과 해저

계곡을 각각 분리하여 추출할 수 있다. 따라서 해저지형구조의

방향 및 연결성 등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지질 해

석분야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해저구릉과 경사면

의 위치뿐만 아니라 경사방향을 도면상에서 육안으로 용이하

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반복적인 수치화 수작업 없이

도 필요에 따라 자료의 변형, 재가공이 가능하므로 지형 자료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러한 지형 요소의 추출 분석은

망간단괴 채광 불능지역의 위치를 정밀하게 판별하는데 유용

한 분석도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북동태평양 C-C지역 남부 지역의 해저산이 없는 심해평원

지역에서 지형조사를 통해 획득한 탐사자료를 분석하였다. 채

광기가 주행할 수 있는 채광가능 지역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

을 개발하고 실제 지형자료에 적용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특정 지형 요소를 정량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해저면

곡률 계산법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으며, 이 방법은 지형요소의

추출에 효율적이고, 지형해석에 좋은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판

단된다.

둘째, 곡률계산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개의 고유치의 평균을

이용한 지형요소 추출방법은 이전의 연구결과에 비해 지형요

소간의 주향방향 연장성을 더욱 향상시키며 보다 잡음에 강한

방법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셋째, 개발한 곡률계산법에 의해 망간단괴 채광가능지역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었다. 또한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지

역의 특징적인 해저면 구조를 발견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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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alculated minable area by use of the curvature measur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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