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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지형 측량성과를 이용한 지구물리자료 비교분석
김 용 철* ･ 최 윤 수** ･ 박 병 문**

Comparison and Analysis on the Geophysical data Using
Bathymetric Surveying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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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저지형 정보는 바다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항목이며, 항해용 해도를 제작하고 해양경계
를 획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해저지형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음향측심기를 이용하
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인공위성에서 얻은 지구물리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적인 방
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96년과 1997년에 실시한 실측 측량성과와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한 지구물리자료와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해역은 해저지형의 특성
이 다른 울릉대지, 울릉분지, 울릉분지남부해역으로 선정하였다. 비교분석에는 실측성과를
비롯하여 Topex/Poseidon, Etopo2, JODC, BODC 자료를 이용하였다.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간
접적인 방법으로 산출된 해저지형 자료는 실측성과를 기준으로 할 때 전반적인 해저지형 형
태와 평균수심의 값은 대체적으로 잘 맞았으나 RMS는 수심 1700m 깊이에서 100m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국지적으로 오차가 1,000m에 이르는 경우도 발견되었으며, 선상에서 얻은
중력관측 성과에서도 해저지형의 형태가 부분적으로 자세히 나타나는 경향을 찾아냈다.
주요어 : 해저지형, 중력, 해양지구물리
ABSTRACT : The information of ocean topology is the fundamental source which is necessary
for understanding the ocean, producing nautical charts and delimiting maritime boundaries. An
echo sounder is being used generally to collect undersea bathymetric data, but an indirect method
such as geophysical data acquired by satellites is being used recently. In this study, the outputs
of ocean surveying for the production of the Basic Maps of the Sea in 1996 and 1997 in the East
Sea and the bathymetric data produced by geophysical data are compared and analyzed.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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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s are Ulleung Plateau, Ulleung Basin and the southern area of Ulleung Basin which have
different geophysical characteristics. Through this study, we found that the bathymetric data
acquired by an indirect method using satellite is similar to the field surveying results in general
configuration of ocean floor and average depth. However, the minimum square error is about
100m in 1700m depth, and it has been observed a local error up to 1000m. In addition, it has
been found that the detailed undulation of ocean topology is shown on the gravity data which is
acquired by the research vessel.
Keywords : Bathymetry, Geophysics data, Free-air anomaly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국가해양기본도조사에서 멀티

1. 서 론

빔 장비를 이용하여 실측된 해저지형 측량
성과를 위성자료에 의한 지구물리자료와 비
교분석하고 상호 관련성과 정확도를 규명함

1994년 유엔해양법 협약(UNCLOS: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이
후 우리나라는 주변국과의 배타적경제수역
(EEZ: Exclusive Economic Zone)에 대한 회담

으로써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해저지형 자료
관리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방법
에 의한 해저지형 취득에 대한 대안을 수립

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인접국 간에는 자국
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최성호, 2005; 김백수외, 2008).

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계적으로 자국의 영해확보와 외교협상
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하여 자국
내의 해양조사를 완료하고 DB화와 도면생

2. 해저지형측량의 기술현황

산을 통하여 다양한 해양정보를 제공하여
해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자국의 이
익을 위해 좀 더 먼 대양에 대하여 직․간접적

해저지형은 해저면의 형상을 조사하여 해저
면의 수심분포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자료를 기본으로 해저지

인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해역에 대하여 해저지형, 중
력, 지자기, 천부지층을 포함한 전반적인 해

형도를 제작하여 선박의 항해 및 국가해양 정
책수립, 해양자원탐사, 해양방위, 해저인공구
조물, 해양지구물리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

양 지질지구물리학적 탐사를 수행하여 1996
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양지구물리조사에 의한
국가해양기본도를 발간하고 있다(오윤석외,

하고자 실시한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해저지
형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는 만큼 선진국에서는 인공위

2005). 그러나 남북한의 특수한 여건 등으로
인하여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획득한 고품질
의 해저지형 및 지구물리자료에 대한 연구가

성 등을 이용하여 지구물리자료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저지형 데이터를 간접적인
계산방법으로 취득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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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해저지형 측량방법으로는 정점
수심측량, 음향측심, 항공LiDAR, 소나(SOnar

적으로 측량하는 방법으로 [그림 2]와 같이
해저지형의 단면을 나타낼 수 있다.

NAvigation and Ranging), 인공위성, 잠수정
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

현재에는 해양탐사의 거의 모든 선박에 보
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음향측심의 방법으
로는 한 개의 음파로 측량하는 단일빔(Single

2.1 정점수심측량

-Beam)과 다중빔(Multi-Beam)으로 구분된다.

2.3 소나를 이용한 측량

정점수심측량은 [그림 1]과 같이 무거운
추를 로프에 달고 해저면까지 내리고, 풀어
준 로프의 길이로써 수심을 측정방법으로써

소나를 이용한 방법은 결정체에 전류를 통

음향측심기가 개발되기 전까지 일반적인 방
법으로 사용되어졌으나, 이는 시간이 많이
소용되고 오차가 크게 발생한다.

하게 하면 고주파음원(약10㎑)이 발생하는데
이 음파를 송신기에서 발사하여 파장보다 큰
물체에 반사되어 오는 신호를 감지하여 이
를 신호처리장치를 거쳐 증폭된 반사파를
분석하면 탐지된 물체의 위치, 크기, 이동방
향, 종류를 판단할 수 있다.

2.2 음향측심기측량

측면주사소나(Side-Scan Sonar)는 [그림 3]
과 같이 음파를 측면으로 방출하여 일정 넓
이 해저의 기복을 음영으로 표시하여 해저

음향측심의 경우 음파를 이용하여 수심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선박이 운항하면서 연속

의 이상 물체의 형상을 알아볼 수 있다.

2.4 인공위성을 이용한 측량
인공위성을 이용한 해저지형의 측량은 지
구상에는 인력이 존재하므로 해수면의 높이
는 해저지형의 기복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
[그림 1] 정점수심측량

[그림 2] 음향측심측량

[그림 3] 소나를 이용한 해저지형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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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인공위성을 이용한 해저지형 측량

[그림 5] 연구대상 해역

다. 레이저파를 이용하여 정밀한 해수면의

였다. 또한, 선상에서 관측된 지구물리자료

높이차를 측정하여 해저지형의 복원하는 방
법으로 해저지형을 조사 한다.
이 밖에 항공기 LiDAR를 이용하여 해안

와 인공위성에서 추론된 지구물리자료간의
비교분석도 시도하였다.
두 번째는 신뢰도 검증으로 이들 비교분

선을 추출하거나 잠수정을 이용하여 해저
면을 직접 관찰하는 등의 여러 가지의 방
법이 있다.

석에서 나온 정확도, 형태비교 등의 자료를
토대로 지구물리자료와 해저지형의 관련성,
지구물리자료를 이용한 해저지형 추출기술
연구 방안모색 등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실험 및 분석

2) 연구대상 해역

연구대상 해역은 기존 해저지형자료, 지구

3.1 실험방법 및 대상해역
1) 실험방법

물리자료와 비교분석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울릉도주변 3개 구역을 선정하였다.
첫 번째 구역 울릉대지는 수심 분포가 약

본 연구에서는 해양조사의 국가해양기본

1,700m로 해저산맥, 해저절벽, 해저융기부 등

도 조사에서 획득한 정밀 해저지형성과와 인
공위성 자료로부터 추출된 Topex/Poseidon,
Etopo2 등 해저지형 자료를 비교, 간접적인

<표 1> 연구대상 해역 특성

방법으로 얻어진 해저지형자료와 선상에서
취득된 중력관측 자료에 의한 중력이상도와
위성에 의한 중력이상도 및 실측에 의한 해

수심
분포

비고

제1구역 37.6°,130.8°
11,000㎢ 1.7㎞
(울릉대지) 38.4°,132.2°

굴곡
지형

구분

저지형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자료의 정확도
및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였다(김응 외, 2003).
첫 번째는 인공위성에 의해 간접적인 방법

구역좌표

넓이

매우
제2구역 36.0°,129.7°
34,000㎢ 2.2㎞ 평탄한
(울릉분지) 37.5°,132.0°
지형
제3구역
(울릉분지
남부)

으로 만들어진 해저지형 자료들을 멀티빔에
의해 실측된 측량성과와 비교분석을 시도하
92

35.1°,129.6°
35.6°,130.6°

5,000㎢ 0.16㎞

남북방
향의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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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곡이 심한 해저지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곳이다. 두 번째 구역 울릉분지는 수심 2,000m

차이가 무려 2,000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해
저대지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수심을 평균

에서 2,200m의 아주 평탄한 해저지형의 형태
를 나타내고 있는 곳이다. 세 번째 구역 울
릉분지 남부는 남에서 북쪽으로 깊어지는

한 값은 1,763m이며, 격자수심으로 변환하여
산출한 평균 수심은 1,771m이었다.
울릉대지에 대한 해저지형 데이터는 미

경사지역을 선정하였다.

국의 Topex/Poseidon, NGDC의 Etopo2, 영국
의 BODC, 일본의 JODC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위성에서 얻어진 해면고도 자

3.2 해저지형 특성 분석

료를 이용하여 해저지형을 산출하였다. 이
중에서 일본의 JODC 자료는 불완전하여
제외하고 널리 알려져 있는 Topex/Poseidon

1) 울릉대지 해역

울릉대지 해역은 수심이 깊고 굴곡이 있
는 지역이다. 서측에는 우산해저절벽과 우산

자료를 중점적으로 비교에 사용하였다.

해저협곡이 있고, 북부에는 죽암해저산맥, 중
앙부에는 우산해저융기부가 있다.
해저지형 산출에 사용된 자료는 1997년에
조사된 국가해양기본도 멀티빔 측량성과를
사용하였으며 가장 깊은 수심은 남동부로
2,757m이고 가장 얕은 수심은 우산해저융기
부 정점인 553m로 최고 정점과 최저 수심의

[그림 7] 위성자료를 이용한 해저지형 자료
<표 2> 멀티빔 측량성과에 의한 울릉대지
해저지형 특성
[그림 6] 멀티빔 성과에 의한 울릉대지

평균수심

최대수심

최저수심

해저지형과 3차원도

1,763m

2,757m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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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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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다. 즉, 평균수심 값은 ±10m 이내로
매우 잘 맞지만 최대수심 값은 100m 이상

<표 3> 위성자료를 이용한 해저지형 자료 특성
평균
수심

구분
Topex

최대
수심

최저
수심

std

var

차이가 나타났다.
해저지형 데이터를 산출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지만 연구대상 해역의 해저지형 형태가

1,776m 3,078m 555m 528.4 279,202

Etopo2 1,771m 2,815m 585m 505.9 255,970
BODC

비슷하게 나타나며, 평균수심의 값도 거의
같게 나타난다. 그러나 최대수심, 최저수심
의 값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각각의 자료들

1,776m 2,734m 727m 489.0 239,096

[그림 7]과 같이 자료를 통하여 울릉대지
전체적인 윤곽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Topex/Poseidon 자

을 위도 38°를 기준으로 한 단면도는 [그림 8]
과 같으며 전체적으로 비슷한 경향이 나타
나고 있다. 또한 경도 130.7° 부근의 우산해

료의 경우 실측한 성과와 해저지형의 윤곽
이 많은 부분 유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상
대적으로 Etopo2, BODC 자료에 의한 해저지

저절벽에 대한 지형 특성이 다른 자료에서
는 확인하고 어려움을 알 수 있으며, 경도
131.6°～132.1°는 대체적으로 실측성과를 기

형 묘사는 해상도가 많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림 7]과 같이 자료를 통하여 울릉대지
전체적인 윤곽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준으로 할 때 500m, Topex/Poseidon 자료의
경우 최대 1,000m 이상 차가 발생 한 곳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Topex/Poseidon 자
료의 경우 실측한 성과와 해저지형의 윤곽이
많은 부분 유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상대

이들 자료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
기 위하여 전체 지형데이터를 격자화한 자
료에 대한 일대일 비교하여 잔차와 RMS를

적으로 Etopo2, BODC 자료에 의한 해저지형
묘사는 해상도가 많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표 3>은 이들 자료의 특성에 관한 통계

계산하였다.
이렇게 산출한 결과 전체 수심의 11,421개

132.2

132.1

132.0

131.9

131.8

131.7

131.6

131.5

131.4

131.3

131.2

131.1

131.0

130.9

-500

130.8

0

Depth

-1000
B4623
Topex
Etopo2
BO DC

-1500
-2000
-2500
-3000
-3500
Longitude

[그림 8] 위도 38°선을 기준한 해저지형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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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실측성과와 Topex/Poseidon의 자
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잔차합의 평균은 9.3m,
RMS 값은 91.4m 로 나타났다. 즉, 각각 수심
의 평균적인 차이가 약 100m로 나타났다.
2) 울릉분지 해역

울릉분지 해역은 울릉도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수심 약 2,200m를 기준하여 남북 60해
리, 동서 90해리 이상으로 광대한 넓이의 해
저분지로 이 해역은 수심의 분포가 매우 일
정하기 때문에 출처가 다른 자료를 비교 검
증하기에 좋은 곳으로 보아 선정하였다.
[그림 9]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1996년에
실시한 국가해양기본도 조사사업의 멀티빔
실측 성과를 토대로 작성한 해저지형도로 가
장 깊은 수심은 북동부에 위치한 곳으로 2,409m

[그림 9] 멀티빔 측량성과에 의한 울릉분지
해정지형과 3차원도

이며, 평균수심은 1,774m 이었다. 울릉대지
전체적인 윤곽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0]은 위성자료를 이용한 해저지형
으로 Topex/Poseidon 자료의 경우 특히 실측
한 성과와 해저지형의 윤곽이 많은 부분 유
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Etopo2,
BODC 자료에 의한 해저지형 묘사는 해상도
<표 4> 멀티빔 측량성과와 위성에 의한 간접적인
자료의 RMS 산출 결과
RMS

구분

잔차

sum

106751.2

1043646

mean

9.346924

91.37957

<표 5> 멀티빔 측량성과에 의한 울릉분지 해
저지형 특성
평균수심 최대수심 최저수심
1,774m

2,409m

-

std

var

532.9

283,964

[그림 10] 위성자료에 의한 울릉분지 해저지형

95

김용철⋅최윤수⋅박병문

<표 6> 위성자료에 의한 울릉분지 해저지형

<표 7> 멀티빔 측량성과와 위성에 의한 간접적

특성

인 자료의 RMS 산출 결과

평균
수심

구분
Topex

최대
수심

최저
수심

std

구분

var

1,735m 2,455m 511m 540.1 291,687

RMS

잔차

sum

-622749

1316294

mean

-17.8535

31.73669

Etopo2 1,731m 2,515m 498m 538.3 289,741
BODC 1,718m 2,355m 727m 531.0 281,976

가 많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표 6>은 이

해역은 각각의 다른 자료들이 매우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경도 130.2°～
130.3° 구간의 Etopo2 자료는 실측 성과를 기

들 자료의 특성에 관한 통계자료이다.
울릉분지의 평균수심 1,700m에서 차이는
20m 내외로 매우 잘 맞는 것으로 보인다. 가

준으로 할 때 약 200m 정도 차이가 난다.
<표 7>은 해저지형 격자수심 값을 일대
일로 비교하여 잔차와 RMS 값을 구하였

장 큰 수심의 차이는 실측자료 2,409m를 기
준으로 할 때 Topex/Poseidon 자료가 비교적
잘 맞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수심의 값은 독

다. 계산에 사용된 수심은 34,881개이며 실
측성과와 Topex/Poseidon 자료의 잔차합의
평균은 -17.9m 이지만 이를 제곱하여 구한

도가 구역내측에 위치하고 있어서 육지부
자료 사용여부에 따라서 비교가 곤란 할 수
있다.

RMS 값은 31.7m 로 나타났다.

데이터에서도 평균수심의 값은 거의 비슷
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들 자료를 중앙
부에 위치한 위도 36.8°을 기준하여 동서방

[그림 12]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1996년에
실시한 국가해양기본도 조사사업의 멀티빔

3) 울릉분지 남부해역

132.0

131.9

131.8

131.7

131.6

131.5

131.4

131.3

131.2

131.1

130.9

130.8

130.7

130.6

130.5

130.4

130.3

130.2

130.1

130.0

129.9

129.8

0

129.7

향의 단면도는 [그림 11]과 같으며, 울릉분지

131.0

실측 성과를 토대로 작성한 해저지형도이다.
울릉분지 남부해역은 남측 수심은 107m에서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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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500

[그림 11] 위도 36.8°선을 기준한 울릉분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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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멀티빔 측량성과에 의한 울릉분지
남부 해저지형

35.5

BODC

35.4

35.3

35.2

<표 8> 멀티빔 측량성과에 의한 울릉분지 남
부해역 해저지형 특성
평균수심 최대수심 최저수심
162m

863m

107m

std

var

70.7

4,998.1

35.1
129.6

[그림 13] 위성자료에 의한 울릉분지 남부
해저지형

3.3 지구물리자료 특성 분석
북측 깊은 곳은 수심 약 500m 의 경사가 있
는 좁은 구역을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해역의 범위는 위도 35.1°, 경도
129.6°, 위도 35.6°, 경도 130.6° 내측으로 하

1) 울릉대지 해역

선상중력관측 및 위성자료에 의한 울릉대
지 해역의 중력이상도는 [그림 14]와 같다.
중력이상도의 형태를 볼 때 울릉대지 해

였다.
[그림 13]은 울릉분지 남부해역의 작은 구
역에 대한 해저지형을 비교한 것이다. 대체

저지형의 형상과 매우 흡사한 경향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울릉대지 해역 중앙부에
위치한 우산해저융기부와 남동부의 경사지

적으로 경사지형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좌측
하단에 걸쳐있는 협곡 형태의 지형은 Topex/
Poseidon만이 나타내고 있을 뿐, 그 외 자료

는 해저지형 형태와 매우 흡사한 경향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14]의 위성자료에 의한 이상도는 미

는 그 윤곽도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 NOAA NGDC에서 제공되는 중력이상도
자료이다. 이 자료는 해저지형의 윤곽을 나
타내는 것은 비슷하지만, 실측자료에 비하여
해상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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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선상중력 vs 위성자료에 의한 중력이상
도 특성 (울릉대지)
평균값

std

var

실측
19.69mG 2.99mG 7.32mG
성과

2.83

7.99

구분

위성
자료

최대값

최소값

66.9mG 19.2mG 20.43mG 19.17

367.34

상도 자료의 특성은 최저값 2.99mG, 최대
값 19.7mG을 가지며 평균값은 7.3mG 이었
다. 연구대상 해역의 중력이상도를 살펴보
면, 해저지형 형태와 유사한 경향성을 발
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자료의 값이 서
[그림 14] 실측 성과 vs 위성자료에 의한
중력이상도(울릉대지)

로를 비교하기에 적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
지 않아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다.
[그림 15]는 두 자료의 중력 이상도를 38°

<표 9>는 중력이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연구대상 해역의 실측성과에 의한 중력이

선을 기준하여 단면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
들 자료를 살펴보면, 중앙부의 수치는 높게
나타나며 양쪽 끝부분에서는 서로 상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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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선상중력 vs 위성자료에 의한 중력이상도 단면(울릉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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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해
저지형과 함께 해저매질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 울릉분지 해역

선상중력관측 및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작
성된 울릉분지 해역의 중력이상도는 [그림 16]
과 같다.
선상관측에 의한 중력이상도의 형태는 해
저지형의 형상과 매우 흡사한 경향을 확인
할 수 있다. 북쪽에 위치한 울릉도, 독도, 안
용복해산과 서측 왕돌초 등 해저지형의 형
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형태이다.
선상중력관측과 위성자료에 의한 중력이

[그림 16] 선상중력 vs 위성자료에 의한
중력이상도(울릉분지)

<표 10> 선상중력 vs 위성자료에 의한 중력이상도 특성 (울릉분지)
구분

최대 값

최소 값

평균 값

std

var

실측성과

24.78mG

0.63mG

5.00mG

4.39

19.25

위성자료

120.5mG

-42.7mG

-2.42mG

20.18

407.3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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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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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선상중력 vs 위성자료에 의한 중력이상도 단면(울릉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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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해저지형의 형태와
잘 조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남동

울릉분지 해역은 해저지형 형태가 매우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특성이 있는 해역으

부 지역은 해저지형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연구대상 해역의 중력이상도 자료의 특
성은 최대값 24.78mG, 최소값 0.63mG을 가

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교차검증의 장소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선진국에서 제공하는 다른 출처의 자료를

지며 평균값은 5.00mG 이었다.
위도 36.8° 선 기준의 중력이상 단면도인
[그림 17]을 보면 전체적인 경향은 비슷하지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
냈으며 실측성과를 기준하여 평균수심 1,774m
와 비교할 때 각각의 평균수심은 Topex/

만 경도 129.7°～130°까지의 구간에서 실측
성과에서 나온 중력이상 자료의 수치가 위
성자료와 비교할 때 경향이 다르게 나는데

Poseidon 1,735m, Etopo2 1,731m, BODC
1,718m 를 나타냈다. 위도 36.8° 기준의 단면
도를 분석한 결과 경사도 등이 매우 잘 일치

이것은 해저지층의 매질 등을 감안한 연구
가 더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실측자료와
Topex/Poseidon 자료를 일대일 비교한 결과
평균 잔차는 -17.8m, RMS는 31.7m로 나타

3.4 해저지형과 지구물리자료 분석

났다.

1) 위성자료에 의한 해저지형 자료 검증

2) 지구물리자료의 비교 검증

울릉대지, 울릉분지 해역의 위성자료를 이

선상에서 관측된 지구물리자료와 인공위

용하여 간접적으로 얻어진 해저지형 자료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멀티빔 음향측심기에 의
한 직접적인 방법으로 실측하여 획득한 성

성 자료를 이용한 지구물리자료의 비교분석
한 결과 울릉대지의 중력이상도는 최대값
19.69mG, 최소값 2.99mG, 평균값 7.32mG 을

과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울릉대지 해역은 수심이 깊고 굴곡이 있
는 지역으로 Topex/Poseidon, Etopo2, BODC

얻었으며, 해저지형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
고 있으며 특히 중앙부 우산해저융기부와
남동부 경사지역의 형태는 해저지형과 매우

를 비교․분석한 결과, Topex/Poseidon 자료의
경우 형태적으로 매우 흡사한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실측 성과를 기준하여 평균

흡사하게 나타났다. 실측성과와 위성자료에
의한 중력이상도 비교 결과 전반적인 경향
성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단면분석 결과

수심 1,763m 와 비교할 때 ±10m 이내로 매
우 잘 맞았다. 위도 38° 기준의 단면 분석에
서 해저지형의 형태가 부분적으로 차이가

일부 구간에는 다소 다른 경향성을 나타내
기도 하였다.
울릉분지 해역 또한 비슷한 결과를 얻었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분석
되었다. 이들 자료 중 Topex/Poseidon 자료는
일대일 비교를 시도하여 평균수심은 10m 이

으며, 연구 대상해역의 서측 연안에서는 경
향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내이지만, RMS 값은 100m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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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관련성 분석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저지형 측량성과를 이용한 지구물리자료 비교분석

해저지형을 추출한 결과와 실측에 의한 해
저지형을 비교한 결과는 평균수심, 해저지형

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또
한 선상중력 관측성과를 토대로 작성된 중력

의 경향성 등 많은 부분 비슷하다는 것 이었
다. 다만 해저지명 등록 등 정밀한 해저지형
을 얻기 위해서는 실측이 반드시 필요할 것

이상도를 인공위성 자료와 해저지형 자료와
비교한 결과에서도 해저지형 형태와 매우 유
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선상중력 관

이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중력 등 지구물리
자료를 이용하여 해저지형의 수심자료 추출
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측성과는 해저지형의 굴곡 등에 대해 매우
세세한 부분에서도 같은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비교분석 결과로 볼 때 다음과 같

또한, 실측한 지구물리자료가 해저지형의
특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에 대해서도 형
태와 수치변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

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는 인공위성에서 취득된 지구물리
자료가 넓은 범위의 단조로운 지형형태를 보

를 찾을 수 있었다.

이는 지역의 해저지형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정확도 또한 실측자료와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지구물리자료 등

두 번째는 선상에서 실측된 중력관측 성
과의 경우 해저지형 형태의 세세한 부분까
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선상 중력 관측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서비스 되고 있는 우
리나라 해저지형 자료를 멀티빔 측량성과와
선상중력 관측성과를 이용하여 비교함으로

자료를 이용하여 해저지형을 추출하는 심층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는 해저지형과 중력, 지자기 등 지

써 그 정확도와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하였
으며 해저지형의 특성이 각기 다른 울릉대
지, 울릉분지, 울릉분지 남부해역에 대하여

구물리자료 간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최종
성과물에 대한 상호 검증을 시도하는 등 기술
활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측성과와 위성자료에 의한 Topex/Poseidon
해저지형, Etopo2 해저지형 등의 자료에 대
한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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