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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은 지하의 밀도분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밀도차가 큰 지하구조를 모델링할 때에는 

중력탐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현대 측정기술의 발달로 자유낙하 방식을 이용하는 절대중력계

도 이동이 쉬운 탐사용으로 개발된 모델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중력탐사는 스프링을 이용하는 상대중

력계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 지점의 관측중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조력으로 대표되는 중력의 시간변

화를 제거하게 된다. 스프링을 이용하는 상대중력계는 절대중력계와는 달리 가까운 곳의 절대중력기준점을 

이용하여 기선 혹은 망을 형성하여 절대중력(관측중력)을 결정한다. 관측된 중력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적합한 기준과 이에 맞는 보정을 거쳐야 한다. 주로 이용하는 중력이상은 고도이상, 부우게이상, 지각

평형이상 등이 있는데, 이들은 관측중력에서 표준중력을 빼고, 대기질량보정을 한 후에 각각 고도보정, 
부우게보정, 지각평형보정을 더한 결과로 주어진다.

일련의 중력보정 과정에서 가장 까다롭고 큰 오차를 일으키는 것은 지형의 인력효과에 대한 보정이다. 
여기에서는 지형의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 최근에 발표된 디지털지형자료인 SRTM (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을 이용하여 전세계 중력측정자료에 대한 보정과 중력이상 간의 환산을 쉽고 정확하

게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발표한다. SRTM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차가 10m 이내

로 매우 우수한 데이터이며, 여기서는 3초 해상도의 자료인 SRTM3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1초 해상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평균고도 자료가 된다 (Farr et al., 2007). 이 자료는 수심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Scripps Institute of Oceanograph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의 SRTM30_Plus를 함께 이용

하였는데, 이는 위의 SRTM과 수심 자료를 함께 이용하여 전세계의 고도/수심을 30초 해상도로 제공한다

97



신영홍, 최광선, 김경오, 나성호

2011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98

(Becker et al., 2009). 
입력하게 될 중력자료는 육상중력탐사, 선상중력탐사, 인공위성고도계 중력자료, 인공위성 중력자료, 혹

은 등격자 중력자료 등 다양한 형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택사항에 따라 수심/고도 자료에 대한 

측정값을 입력하여 사용하거나 지형자료에서 결정된 값을 사용할 수 있다. 관측중력, 고도이상, 부우게이상, 
지각평형이상 중의 어느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중력이상은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하였다. 지형의 인력효과

를 계산하기 위해 지구의 구면 효과를 고려하였으며, 지형보정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적분 반경은 

166.735km (Bullard B surface radius)로 하였고, 지각평형보정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의 두 배를 적분 

반경으로 하였다. 그림 1은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EGM2008 중력모델을 입력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산

된 지형보정 결과로서 최소 –230.14mGal에서 최대 +143.69mGal의 변화를 가지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10mGal 범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1. Gravimetric Terrain Correction based on the SRTM3 and SRTM30_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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