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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중력탐사 자료 처리 과정 중 더 정밀한 지형보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삼각요소법(triangular element method)을 이

용한 지형보정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삼각요소법은 임의 다면체를 삼각형 면들의 조합으로 구성하여 중력 효과를 계산하

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기존 지형 보정에서 사용하는 사각 기둥의 조합으로 지형을 구성하는 것보다 지형을

실제에 가깝게 근사할 수 있으므로 정밀한 지형효과 계산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해석해가 존재하는 원뿔모델을 이

용하여 삼각요소법을 이용한 지형보정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어 왔던 사각프리즘법과의 차이를 보

이기 위해 지형효과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경사모델에서 두 방법의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삼각요소법을 이

용한 지형보정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남해안의 중력자료에 적용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주요어: 지형보정, 삼각요소법, 중력탐사

Abstract: We developed a precise terrain correction program using triangular element method (TEM) for microgravity

data processing. TEM calculates gravity attraction of arbitrary polyhedra whose surface is patched by triangles. We showed

that TEM can calculate more precise terrain effect than conventional rectangular prism method. We tested the accuracy

of TEM on the cone model which has analytic solution. Also, we tested the accuracy of TEM on the slope model, this

results showed that there are big differences calculated by TEM and rectangular prsim method (RPM) on slope model.

The developed terrain correction program was applied on the gravity data on the southern area near sea shore of Korean

peninsula, calculated terrain effect very precisely. 

Key words: terrain correction, triangular element method, gravity survey

서 론

일반적으로 중력탐사는 자력탐사와 함께 광역 탐사에 주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정밀한 중력계의 개발로 인하여 지하

공동 탐지나 지반 침하 등 비교적 소규모의 이상체에 응용하

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주위 지형효과

에 대한 정밀한 계산이 필수요소가 된다(Aiken and Cogbill,

1998). 소규모의 정밀한 중력탐사에서는 수십에서 수백 µGal

정도의 오차 범위를 갖기 때문에 지형효과 계산 또한 이를 뒷

받침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해져야 한다(Butler, 1984). 이희

순과 임형래(2010)의 연구에 의하면 최근에 중력계의 정밀도

는 매우 높아진 반면,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보정 중 지형보정

의 정밀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 이상체

의 탐사에 매우 중요한 문제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

희순과 임형래(2010)는 주어진 지형자료 이외에 중력 측정점

부근에 더 많은 지형자료를 추가함으로써 지형효과를 효과적

으로 보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중력 측정점 주변의 인공구조물이나 경사가 급한 절

개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형

보정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희순과 임형래(2010)의 연구는

경사면의 모양을 2차 곡면(multiquadric surface)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복원하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그들의 연구 역시 최

종적인 중력효과는 원기둥을 사용함으로써 경사면의 모양에

의한 중력효과를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았다. 이희순과

임형래(2010)의 방법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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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기울기가 심한 장소에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경사면의 중

력 효과를 계산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사각기둥의 중력효과를 계

산하는 사각프리즘법(Rectangular Prism Method: RPM)보다는

지형 표면을 삼각면으로 구획하여 선적분으로 계산하는 삼각

요소법(Triangular Element Method: TEM)을 적용하였다. 평

면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삼각형이므로 사각형으로 지형을

표현하는 것보다 삼각형의 조합으로 지형을 구성하는 것이 지

형 근사 오차를 줄일 수 있으며 특히 경사면에서는 사각프리

즘법은 큰 오차를 만들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몇 가

지 모형에 대해서 비교하여 삼각요소법으로 계산한 지형 효과

가 더 오차가 적음을 보이고자 한다.

삼각요소법의 특성과 사각프리즘법과의 비교

사각프리즘법(PRM)은 주어진 지형자료(Digital Elevation

Model, DEM)에서 각 격자점을 중심으로 가지는 수평사각면

에 격자점의 지형자료를 높이로 가지는 사각기둥들의 조합으

로 지형을 근사하고, Talwani and Ewing (1960)의 방법을 이

용하여 사각기둥 각각의 중력효과를 계산하여 더한다. 이때 경

사가 급한 지역에서는 격자점에서의 수평사각면으로 지형을

근사하므로 필연적으로 오차를 포함하게 된다. 본 장에서는 삼

각요소법의 특성과 삼각요소법의 정밀도를 사각프리즘법의 정

밀도와 비교하고자 한다.

삼각요소법 

삼각요소법(TEM)은 임의 다면체를 삼각형 면들의 조합으로

표현하고 각 삼각형의 선적분을 통하여 중력 효과를 계산한다

(Zhou et al., 1990). 3차원 다면체의 중력효과를 계산하는 이

전 연구들로는 부피 적분을 면적분으로 변환하여 계산하는 방

법(Barnett, 1976, Okabe, 1979), 또는 선적분으로 변환하여 계

산하는 방법(Götze and Lahmeyer, 1988) 등이 있다. 이 연구

에서는 Singh and Guptasarma(2001)가 제안한 방법으로서 다

면체를 임의의 다각형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다각형 요소들에

의한 중력의 합을 계산하여 중력효과를 계산한다. 이 방법은

Fig. 1과 같이 다면체가 일정한 밀도를 가지고 있으면, 다면체

를 구성하는 면들에서 작은 화살표 방향으로 선적분하는 과정

을 거쳐서 중력 효과를 계산한다(Guptasarma and Singh, 1999).

다면체의 중력 효과는 식 (1)과 같이 계산할 수 있는데, 이는

각각의 면이 미치는 중력을 이중적분 형태로 계산하고 다면체

를 구성하는 모든 면들의 중력을 합하는 형태이다. 이 식에서

는 측정점에서 다각형까지의 벡터(r)와 다각형의 법선 벡터(ui)

의 내적에 해당한다. 다각형의 법선 벡터는 식 (2)와 같이 다

각형을 이루는 인접 세 꼭지점 벡터(ai,1, ai,2, ai,3)로부터 생성

되는 두 선분 벡터의 외적으로 구할 수 있다. 

 where (1)

 where (2)

삼각요소법을 이용하여 지형효과를 계산하는 방법은 주어진

수치지형자료로부터 인근 격자점을 잇는 3점을 이용하여 삼각

형 평면을 구성하고 이들 삼각형 평면들의 조합으로 지형을

근사한다. 평면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3점으로 이루어진 삼

각형의 조합을 지형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 사용하므로 4개

의 점으로 지형을 근사하는 사각프리점법에 비하여 지형 근사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삼각요소법의 계산 정밀도를 알

아보기 위하여 기존의 사각요소법과의 차이를 원뿔모델과 경

사모델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원뿔 모델

Fig. 2 (a)과 같은 원뿔 형태에서 중력 효과 계산은 원뿔의

꼭지점에서 식 (3)과 같은 해석해(analytic solution)을 가지고

있다(Talwani, 1973). 

(3)

원뿔 모델에 대한 해석해와 삼각요소법(TEM) 및 사각프리

즘법(RPM)의 중력 효과 계산 결과를 비교하면 Table 1과 같

다. 삼각요소법에서는 주어진 지형정보로부터 Fig. 2(b)와 같

이 삼각형으로 원뿔 표면을 덮는 격자망을 자동 생성하여 중

력 효과를 계산한다. 두 방법 모두 100 m × 100 m 격자망을 사

용하였고, 적용한 밀도(ρ), 윗면 반지름(R1), 아랫면 반지름(R2)

은 각각 2.67 g/cm3, 200 m, 1500 m이다. 

Table 1에서 원뿔각이 작은 경우 비교적 촘촘한 격자망을 사

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방법의 오차가 비슷하나 원뿔각이 커

지면서 해석해에 비해 사각프리즘법(PRM)은 수백 μGal의 오

차를 가지지만 삼각요소법(TEM)은 사각프리즘법(PRM)에 비

해 오차가 1/2 ~ 1/8 정도로 작아진 것을 알 수 있다.

F G ρdi r/r
3
ds

i

 

∫∫
i

∑= di r ui⋅=

ui

ni

ni

-------= ni ai l, ai 1,–( ) ai l, 1+ ai 1,–( )×
l 2=

m 1–

∑=

gz 2πGρ R2 R1–( ) θ 1 θsin–( )tan=

Fig. 1. View of a polygonal surface in a right-handed Cartesian

coordinates (after Singh and Guptasarma,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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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에서 보면 비교적 정밀한 중력효과를 만들어내는

TEM 방법조차도 45o의 큰 각도에서는 오차가 0.1 mGal 정도

수준으로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급경사에서 중력탐사

를 수행할 경우는 극히 적지만, 일반적으로 적은 경사도인 15o

에서도 0.2 mGal의 오차가 나온 것은 이 값보다 작은 중력이

상을 만들어내는 이상체를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

다고 하겠다.

경사 모델

 해석해가 존재하는 원뿔모델에서 보였듯이 정밀한 중력탐

사(microgravity)에서는 일부 경사가 심한 지역에서는 사각프

리즘으로 근사한 지형효과는 실제값과 많은 차이를 보임을 살

펴보아TEk.. 특히 근접 지형이나 인공구조물 등의 급격한 경

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보조적인 측량을 수행하여 추가적인 지

형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 Fig. 3은 전체 영역이 200 m × 200 m인 소규모 영역

에서 20 m 간격으로 지형정보를 얻었을 때의 경사모델을 보

여준다. 흔히, 우리나라에서 중력탐사를 할 때 산악지형으로

들어가면 경사진 계곡사이에서 측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

긴다. 본 경사모델은 이러한 경우에 지형효과가 얼마나 발생하

며 각각 사각프리즘방법과 삼각요소법이 얼마나 차이를 보이

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경사면 하부 관측점(별표)에서 경사

각에 따른 두 방법의 차이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사각이 커질수록 두 방법에

의해 계산된 값의 차이가 수백 μGal에 정도가 되는데 이는 정

밀 중력탐사에서는 얻어지는 이상체의 반응값과 비슷하거나

더 큰 정도에 해당한다. 사각프리즘법의 경우는 경사면을 수평

사각면으로 계단 형태로 근사하게 되므로 필연적인 오차가 발

생하지만 삼각 요소법의 경우 경사면을 완전하게 표현하는 것

이 가능하므로 오차 요인을 줄일 수 있다.

원뿔모델은 해석해가 존재하여 각 모델링 방법의 오차를 분

석할 수 있지만, 경사모델은 해석해가 없어서 오차분석이 원론

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원뿔모델에서의 오차의 원인은

곡면을 작은 평면들의 합으로 근사한 데에 따른 것인 반면, 경

사모델에서는 실제의 경사면을 그대로 적분한 것이어서 삼각

요소법으로 구한 지형효과의 오차는 오히려 원뿔모델보다 작

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Table 2에서 삼각요소법의

계산방법으로 구한 지형보정값은 참값에 매우 가까울 것이다.

삼각요소법과 비교하여 사각프리즘법으로 구한 지형보정값은

최대 0.41 mGal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는 소규모 이상체에

의한 중력효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사면에 있는 소규모 이상체가 있든지 아니면 경사

면 가까운 지점에 있을 경우에는 경사면의 보정을 기존의 사

각프리즘법이 아닌 삼각요소법을 이용해야만 정밀중력탐사로

찾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삼각요소법을 이용한 지형보정 프로그램 구성

지형 보정은 사용자가 지형 효과를 계산하기를 원하는 반지

름을 지정하여 중력 측점 주위에서 그 반지름 내의 지형 자료

를 검색해서 각 지형의 격자점을 잇는 삼각형 조합으로 지형

을 생성하게 하였다. 각 중력 측정점 별로 구성된 지형 자료로

Fig. 2. (a) Cone-shaped model and (b) its meshed model for TEM.

Table 2. Comparison of gravity effects calculated by PRM and TEM

for slope model.

Height
(m)

TEM
(mGal)

RPM
(mGal)

Difference
(mGal)

60 181.86 −2.1374 −2.3979 0.2605

45 105.00 −1.3192 −1.7301 0.4109

30 60.63 −0.6880 −1.0390 0.3510

15 28.13 −0.2098 −0.3793 0.1695

5 9.19 −0.0257 −0.0542 0.0285

Fig. 3. Slope model. Area is 200 m × 200 m and cell size is 20 m

× 20 m. Star-mark (★) indicates observation station.

Table 1. Comparison of terrain effects calculated by PRM and TEM

for cone-shaped model.

TEM RPM

θ
Analytical value

(mGal)
Value

(mGal)
Error

(mGal)
Value

(mGal)
Error

(mGal)

45 15.9649 15.8696 −0.0954 16.7534 +0.7885

30 15.7350 15.6728 −0.0622 15.8987 +0.1637

15 10.8252 10.8056 −0.0195 10.8002 −0.0250

5 4.3532 4.3512 −0.0020 4.3512 −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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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삼각요소법을 이용하여 정밀한 지형 효과를 계산하여 지

형 보정을 수행한다. 이때 지형 효과 계산 반지름 안에 해양이

포함되면 수심 자료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해저면까지의 지형

효과를 계산하여 반영한다. 

한반도 전역에서 지형자료는 이희순과 임형래(2010)의 연구

에서 적용한 것처럼, 위도 30도 ~ 44도, 경도 120도 ~ 134도에

해당하는 육상 지형자료와 해상 수심자료를 결합하여 1o × 1o

범위의 자료를 각기 하나의 SURFERTM GRD 파일로 나누어

저장하였다. 구현한 지형 보정 프로그램은 중력 측정점의 위치

를 중심으로 3o × 3o의 범위에 해당하는 파일을 읽어서 지형정

보로 사용한다. 지형보정에 사용한 육상 지형 자료는 CGIAR-

CSI(Consultative Group for International Agriculture Research

- Consortium for Spatial Information, http://srtm.csi.cgiar.org/)

에서 제공하는 SRTM(Shuttle Radar Topographic Mission,

Farr et al., 2007) 3" × 3" 해상도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였다.

한반도 인근 지역에 대한 수심 자료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

공한 수심자료를 3" × 3"로 재구성한 후 육상 자료와 결합하였

다(Fig. 4). 구현한 지형보정 프로그램은 빠른 계산을 위하여

사용자가 근접 지형과 원거리 지형에 해당하는 반지름을 지정

하면 근접 지형은 주어진 3초 자료를 이용하고 원거리 지형은

사용자가 지정한 해상도로 리샘플링하는 과정을 거쳐서 새로

운 지형을 생성하여 지형효과를 계산한다.

구현한 지형 보정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하여 지형을 평면으

로 구성하여 지형 효과를 계산한 경우 무한 부게 판과 같은 효

과를 보이고 실제 차이는 1 μGal 이내였다. 단층 모델에 대해

서도 검증하였는데 검증에 사용한 모델은 Fig. 5에서 보듯이

높이 100 m와 200 m로 100 m 낙차를 가지는 단층을 가정한

모델에서 중력 측정을 높이 300 m 공중에서 측정한 경우이다.

삼각요소법을 이용하여 지형 효과를 계산한 경우와 단층 모델

을 3차원 블록으로 구성하여 Talwani 방법으로 계산한 차이도

5 μGal 이내에서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계단 형태의 단순한 지

형 모델의 경우는 사각프리즘법이나 삼각요소법 모두 지형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두 방법의 차이가 거의 없게 나

타났다. 지형효과는 부게 보정 후 부게 판으로 덮인 영역에서

실제 지형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뺀 효과를 계산하므로 단

층의 높이가 낮은 지역에서 더 높은 지형 효과 값을 가지다가

단층의 높이가 높아지는 영역에서 낮은 지형효과 값을 가지게

된다.

Fig. 6과 7은 한반도 남해안 지역에서 수행한 중력 탐사 결

과 중 이 논문에서 구현한 지형보정 프로그램으로 지형 효과

를 계산한 결과이다. Fig. 6에서 보듯이 중력 측정점(Fig. 6에

서 검은 점)과 지형효과를 계산하려는 반지름이 주어지면 저

장된 지형 자료에서 지형을 읽어서 육지와 바다를 자동으로

붉은 색과 푸른 색으로 구분하여 삼각형 조합의 형태로 지형

을 표현한다. 지형 자료는 위경도 형태로 저장되어 있지만 지

형 효과 계산을 위해서는 각 삼각형 꼭지점까지 거리가 필요

하므로 지형보정 프로그램 내에서 자동으로 UTM (Universal

Transverse Mercator) 좌표계로 변환하여 계산한다. 위경도를

UTM으로 변환하면 Fig. 6(a)와 같이 곡면인 지구를 평면에 근

사하므로 직사각형이 아닌 기울어진 사각형 행태로 변환된다.

Fig. 6(b)는 육지와 바다를 삼각형의 조합으로 근사하고 지형

효과가 계산될 윗면과 아랫면을 보여준다. 지형보정 효과의 계

산은 중력 측정점을 기준으로 부게 판으로 덮였다고 가정하고

Fig. 4. Shaded terrain map of combined land height and bathymetry

data in the vicinity of the Korean Peninsula.

Fig. 5. Comparison of terrain effects between developed terrain

correction program with faul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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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 실제 지형을 뺀 부분을 계산한다. 따라서 Fig. 6 (b)처럼

중력 측정점을 포함하는 수평 판과 측정점 위에 존재하는 지

형 및 측정점 아래에 존재하는 지형을 포함하는 면들로 구성

된다. 이때 해저면의 깊이에 해당하는 부분의 밀도는 부게 판

의 밀도(2.67 g/cm3)에서 바닷물의 밀도(1.03 g/cm3)를 뺀 1.64

g/cm3로 설정하였다. Fig. 7은 Fig. 6의 지형을 계산한 지형효

과를 보여준다.

결론 및 토의

 통상적인 광역적인 중력 탐사에서는 얻어지는 이상값이 통

상 수 mGal에 해당하고 사용하는 지형자료(DEM)도 상당한

정도의 오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각프리즘법을 이용하여

지형효과를 계산해도 별 무리가 없지만, 고정밀 중력탐사

(microgravity)를 지하 밀도 분포 파악에 적용할 때는 근접 지

형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사용하므로 이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해석해가 존재하는 원뿔 모델에서 검증

한 바와 같이 삼각요소법은 사각프리즘법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정밀도를 갖는다. 또한 경사 모델처럼 삼각면으로 완벽하게 표

현할 수 있는 지형에서는 사각프리즘법과 같은 근사가 필요하

지 않으므로 정확한 지형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삼각요소법을 이용하여 지형보정 프로그램을

구현하였고, 주어진 지형자료로부터 원하는 반지름 안의 지형

효과를 계산하여 지형 보정을 수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

은 더 정밀한 지형 자료가 주어질수록 더 정밀한 지형 보정을

수행할 수 있고, 보조적인 측량으로 중력 측정점 주위의 지형

을 세밀하게 주면 지형 자료를 최소한의 오차로 근사가 가능

한 삼각요소법을 이용하여 지형보정을 수행하여 고정밀 중력

탐사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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