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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ree-air anomalies are computed using a data set from various types of gravity measurements in the Korean

Peninsula area. The gravity values extracted from the Earth Gravitational Model 2008 are used in the surrounding

region. The upward continuation technique suggested by Dragomir is used in the computation of the external free-

air anomalies at various altitudes. The integration radius 10 times the altitude is used in order to keep the accuracy

of results and computational resources. The direct geodesic formula developed by Bowring is employed in integra-

tion. At the 1-km altitude, the free-air anomalies vary from -41.315 to 189.327 mgal with the standard deviation of

22.612 mgal. At the 3-km altitude, they vary from -36.478 to 156.209 mgal with the standard deviation of 20.641

mgal. At the 1,000-km altitude, they vary from 3.170 to 5.864 mgal with the standard deviation of 0.670 mgal. The

predicted free-air anomalies at 3-km altitude are compared to the published free-air anomalies reduced from the air-

borne gravity measurements at the same altitude. The rms difference is 3.88 mgal. Considering the reported 2.21-

mgal airborne gravity cross-over accuracy, this rms difference is not serious. Possible causes in the difference

appear to be external free-air anomaly simulation errors in this work and/or the gravity reduction errors of the other.

The external gravity field is predicted by adding the external free-air anomaly to the normal gravity computed using

the closed form formula for the gravity above and below the surface of the ellipsoid. The predicted external grav-

ity field in this work is expected to reasonably present the real external gravity field. This work seems to be the

first structured research on the external free-air anomaly in the Korean Peninsula area, and the external gravity field

can be used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inertial navigation system. 

Key words : external free-air gravity anomaly, external gravity field, upward continuation, inertial navigation sys-

tem, gravity anomaly

주변 해역을 포함한 한반도 일원에서 측정된 중력자료로부터 상층중력의 고도이상(free-air anomaly)을 계산하였다.

주변 영역에서는 인접국가가 발표한 중력자료가 있는 경우 발표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없는 경우 EGM2008(Earth

Gravitational Model 2008)로부터 계산한 고도이상을 이용하였다. 중력의 상향연속은 Dragomir가 제안한 방법으로 계

산하였다. 상층중력 고도이상 계산의 정확성과 계산 속도를 고려하여 적분반경은 계산 고도의 10배로 하였다. 적분에

필요한 측지선의 거리는 Bowring이 개발한 공식을 사용하였다. 위도 33°N∼43°N, 경도 124°E∼131°E에서 계산된 고

도이상은 고도 1 km에서 -41.315에서 189.327 mgal까지 변화하고 표준 편차는 22.612 mgal이다. 고도 3 km에서는

-36.478에서 156.209 mgal까지 변화하고 표준 편차는 20.641 mgal이다. 고도 1,000 km에서는 3.170에서 5.864 mgal

까지 변화하고 표준 편차는 0.670 mgal이다. 3 km 고도에서 계산된 고도이상을 같은 높이에서 측정한 항공 중력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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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상과 비교하였다. 이들의 rms 오차는 3.88 mgal로 나타났다. 항공 중력 측정 교차점오차가 2.2 mgal 임을 고려

하면 이들 오차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으며, 원인으로는 이번 연구에서 발생한 계산상 오차와 함께/또는 발표된 항공

중력의 보정오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상층중력 고도이상에 완전식으로 계산한 지구타원체 외부의 정규중력을

더하여 상층중력을 예측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국내 최초로 계산한 고도에 따른 상층중력 고도이상은 한반도 일원의

상층중력장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층중력장은 관성항법장치의 정확도 향상 등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상층중력 고도이상, 상층중력장, 상향연속, 관성항법장치, 중력이상

1. 서 언

지구내부의 밀도분포는 구성물질과 구조에 의하여

변한다. 따라서 지표면에서 중력을 측정하고 그 중력

이상(gravity anomaly)을 분석하여 지각 내의 밀도분포

를 계산함으로써 지질 및 지각구조를 알아낼 수 있다.

또 그 연구결과는 지구의 형상에 관련된 측지학적 분

야에 이용되므로, 광역적 중력이상을 연구하는 것은 다

목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지구의 중력장 분포가 요구

되는 다른 분야는 관성항법시스템(Inertial Navigation

System)을 이용하는 분야이다. 관성항법시스템은 가속

도계(accelerometer)와 자이로(gyro)로 구성된 관성감

지기로 자신의 위치와 자세를 계산하지만, 그 자체가

중력장을 감지하지 못하므로 적합한 중력 보상이 요구

된다(Jekeli et al., 2007). 중력 보상에 필요한 중력값

은 상층중력이나, 정규중력값을 사용하거나 EGM2008

같은 전지구중력장모델을 이용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

우 수십-수백 미터의 관성항법시스템 수평오차를 유발

할 수 있다(Kwon and Jekeli, 2005). 따라서 관성항

법시스템의 위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층

중력이 필요하다.

상층중력값 예측에 필요한 지구의 중력수직변화율

( g / H )은 고도면의 평균 곡률을 알 수 없으므로 정

규중력수직변화율( γ / H )과 중력이상수직변화율( ∆g /

H )로 분리하여 계산하여야 한다(Hofmann-Wellenhof

and Moritz, 2005). 정규중력 부분은 지구타원체 표면

에서의 정규중력 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고

고도의 중력 계산을 위해서는 정밀한 정규중력수직변

화율이 필요하다. 한편 중력이상 부분은 연구지역 일

원의 중력이상 자료를 상향연속(upward continuation)

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정규중력수직변화율로 계산한

정규중력에 상향연속으로 계산한 상층중력 고도이상을

더함으로써 직접 측정하지 않은 상층중력장을 예측할

수 있다. 상향연속 방법으로 상층중력 고도이상을 구

하기 위해서는 넓은 지역의 지표면에서 정확하고 해상

도 높은 고도이상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부산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육상 자료, 해양수산부(2005)

의 선상 자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제공한 육상 자

료, Geology of Korea(Park et al., 1996)에 제시된

북한 지역의 부게이상도(Bouguer anomaly map)에서

역추출한 북한 지역의 추정 자료와 Geological Survey

of Japan(GSJ)이 2000년에 발간한 중력자료를 이용하

였으며, 이 외의 주변 영역에서는 Earth Gravitational

Model 2008(EGM2008; Pavlis et al., 2008)에 제시

된 구면조화계수를 합성하여 계산한 고도이상(free-air

anomaly)을 이용하였다. 고도이상의 상향연속에는

Dragomir et al.(1982)이 제시한 상향연속 방정식을

이용하였다. 상향연속 계산에 필요한 지구상의 두 지점

사이의 정확한 측지선(geodetic line) 거리는 Bowring

(1981)의 방법을 이용하여 구했다. 이론적으로 상향연

속방정식 계산에 있어서는 지구 전체의 지표 고도이상

이 필요하지만, 계산된 상층중력 고도이상의 정확도와

계산 효율성을 고려하면 적절한 적분반경을 적용할 수

있다. Heiskanen and Moritz(1967)와 Orlin(1959)은

적분반경이 고도의 10배이면 계산된 상층중력 고도이

상이 충분한 정확도를 가지는 것을 보였다. 적분 반경

을 계산 고도의 1배에서 30배까지 변화시켜 적분하고

비교하여 최적의 적분반경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하여

기획된 고도에서 상층중력 고도이상을 계산하였다. 계

산된 상층중력 고도이상은 Lee et al.(2009)에서 추출

한 항공 중력이상과 비교하여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연

구 결과로 도출된 상층중력 고도이상은 향후 우리나라

일원의 항공 측정 중력의 정확도 검증에 있어서 기반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지구 내부의 조구조

연구에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도출된 상층중력장

은 관성항법시스템의 위치 정확도를 높이는 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상향연속 적분과 측지선 거리 계산

Dragomir et al.(1982)는 지표면의 중력이상으로부터

상층중력이상을 계산할 수 있는 상향연속 식을 아래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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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제시하였다. 

,  (1)

여기에서 R은 지구 반경, r은 지표면에서 외부 중

력이상을 구하는 지점까지의 거리, ρ는 지구 중심에서

외부 지점까지의 거리, ψ는 외부 중력이상을 구하는

지점과 적분 지점사이의 중심각, dσ는 단위 구면에서

면적 요소이다. 식 (1)을 상향연속 계산에 사용하기 위

해서는 전 지구의 중력이상이 필요하며, 상향연속 계

산 지점과 중력자료까지의 수평 거리가 정확하게 계산

되어야 한다. 

지구타원체 상에서 두 지점 간의 최단 거리에 해당

하는 측지선은 지구 중심과 타원체상 두 점을 포함하

는 평면과 지표면의 교선, 즉 타원체상 두 점을 포함

하는 대원의 일부이다(Ryu, 1998). 개인컴퓨터의 성능

이 향상되고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기법이 발전함에 따

라, 측지선의 거리를 잘게 나누어 계산한 후 이를 누

적하여 구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었다(Kivioja, 1971;

Jank, 1980; Murphy, 1981; Robbins, 1952, 1962).

측지선의 해법들은 계산방법, 적용 거리와 위도에 따

라 정확도가 달라진다. 측지선을 계산할 때, 계산결과

의 정확도와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Bowring(1981) 방법

을 이용하였다. Bowring(1981) 공식은 경위선에 의하

여 이루어지는 각도의 관계가 지도 위에 정확하게 재

현될 수 있도록 고안된 투영법인 정각도법(conformal

projection)에 의한 평면에서 유도된 것이다. 이 공식은

닫힌 공식(closed formula)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용하

기에 편리하다. 

3. 중력자료

한반도 지역에서 상향연속에 의한 상층의 고도이상

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 영

역의 풍부하고 정확한 중력자료가 필수적이다. 이들 중

력자료로는 한반도 주변의 육상과 해상 자료 외에 북

한과 일본 및 EGM2008자료를 이용하였다. 육상 중력

자료(Fig. 1)는 부산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중력자료

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중력자료 총 16,786 지점의

중력자료를 이용하였다(Choi, 1986; Choi et al.,

1998; Choi et al., 2003). 국립해양조사원은 1996년 ‘해

양 2000호’를 도입한 이래 2002년까지 우리나라 해역

에서 집중적으로 중력을 측정하였으며, 2002년 건조한

탐사선 ‘바다로 1호’가 계승하였다(Lee, 2008). 국립해

양조사원이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측정한 선상 중력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자료가 분포한 지역을 고도이상

도로 Fig. 2에 제시하였다.

북한은 지금까지 측정한 중력자료의 공개를 전면 금

지하여 왔다. 이러한 이유로 한반도 일원의 중력 관련

계산은 주로 북한의 중력자료를 고려하지 않고 전 지

구 중력모델을 이용해 계산하거나(Yun, 1999) 북한 지

∆gP

R

4πρ
---------

ρ
2

R
2

–

r
3

-------------
1

ρ
---–

3R

ρ
2

------ ψcos–⎝ ⎠
⎛ ⎞∫∫ R∆g( )dσ=

Fig. 1. Distribution of onshore gravity measurements in

South Korea. Red dots indicate the measurements carried

out by Pusan National University while blue ones do those

by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Fig. 2. Free-air anomaly map derived from shipborne

gravity measurements arou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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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지형 자료를 이용해 계산한 고도이상을 이용하였

다(Lee, 2000; Choi and Lee, 1997). 그러나 이러한

계산 과정에서 이용된 지형 자료의 오차와 전 지구 중

력모델 등에 의한 북한 지역 중력이상의 낮은 정밀도

등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북한 지역에

서는 2,308 지점에서 중력을 측정하였으며, 국내에서

발표한 1,700 지점의 중력값을 이용하여 계산된 한반

도 지역의 광역 및 잔류부게이상도를 발표하였다(Park

et al., 1996). 그들은 1:50,000과 1:100,000 지형도를

이용하고 2.67 g/cc 평균 밀도를 적용하여 지형보정을

실시하였으며, 광역부게이상은 지하 약 10 km에서 지

질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Park et al.(1996)이 발표한 광역 및 잔류부게이상도를

수치자료로 변환하고 합성하여 북한 지역의 수치 부게

이상도를 작성하였다. 수치지형 자료에 2.67 g/cc 평균

밀도를 적용하여 계산한 지형보정(terrain correction)

값을 역으로 적용하여 북한 지역에서의 단순부게이상

도를 도출하였으며, Fig. 3에 제시하였다. 단순부게이

상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각각 −110 mgal과 46 mgal

이며, 평균값은 −22.4 mgal이다. 도출된 단순부게이상

에 부게보정값을 합하여 고도이상을 구하여 상향연속

계산에 이용하였다.

일본 지역의 중력자료는 일본지질조사소(Geological

Survey of Japan ; GSJ)에 의해 2000년에 발간된 중

력자료(https://www.gsj.jp/HomePage.html)를 이용하였

다. GSJ가 발표한 자료는 일본의 여러 기관이 측정한

136,698 지점 육상 중력자료와 691,766 지점 선상 중

력자료를 이용해 1 km×1 km 간격으로 계산한 부게

이상도를 발표하였으며, 136,698 지점의 관측 육상 중

력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육상 중력

자료를 이용하였다. 측정한 기관과 측점수를 Table 1

에 제시하였으며, 측점의 위치를 Fig. 4에 제시하였다.

일본의 중력망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IGSN 71 중력망

이나, 좌표는 Bessel 1841 일본 측지계를 기준으로

Fig. 3. The Bouguer anomaly map of the northern part of

Korean peninsula synthesized using the regional and the

residual Bouguer anomaly maps published by Park et al.

(1996) in North Korea.

Table 1. List of the gravity survey contributors in Japan. The number of measurements of each contributor is also presented

Contributors Number of measurements

Geological Survey of Japan 59,702

Agency of Natural Resources and Energy 1,745

Agency of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1,387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38,234

Metal Mining Agency of Japan 35,628

* denote the altitude at which the external gravity free-air anomaly map is presented.

Fig. 4. Distribution of gravity measurements in the

area of South Korea and Japan. Those are the whole

data measured on the earth surface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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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일본측지계 좌표를 Standard Molodensky

Formulas(DMA, 1991)를 적용하여 WGS84 좌표로 변

환하였다. WGS84 정규중력을 제거하고, 대기질량보정

과 고도보정을 실시하여 도출한 고도이상을 이번 연구

에서 이용하였다. 

상향연속 계산에서 적분반경은 목표 고도에 비례하

여 증가한다. 고도가 높은 지점의 상향연속을 계산하

기 위하여 필요하나, 관측 중력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EGM2008을 이용하여 계산한 고도이상을

이용하였다. 미국 국가지형정보국(NGA)이 2008년 발

표한 EGM2008은 2,160 고차구면조화계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degree 2,190과 order 2,160의 추가 전개계수

를 포함하고 있다(Pavlis et al., 2008). 

4. 한반도 주변 지역의 고도이상

한반도 일원의 상층 고도이상을 계산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각종 중력자료를 통합하여 최종적인 지표면 고

도이상도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고도이상은 상층 고도

이상 계산에 이용되었다.

4.1. 응축고도이상(Condensed Free-air Anomaly,

CFA)

중력이상이란 관측된 중력 값에 각종 보정을 한 다

음 정규중력 값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나

라에서 측정된 중력자료는 접근이 용이하고 도로망을

따른 비교적 고도가 낮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Choi

and Lee, 2011). 중력 측정 지점은 Fig. 1과 같으며,

산악 지역의 중력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현재의 측점

분포로는 지형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는 고도이상을 기

대하기 힘들다(Won, 2004). 이에 반해 부게이상은 부

게보정과 지형보정의 과정 중에 보정 기준면 이상의

지형 영향이 제거되므로 이론상으로 지형의 변화에 의

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고 보정 기준면 이하의 지하물

질의 밀도변화에 의한 영향을 나타낸다. 반면 고도이

상은 중력측점과 보정 기준면 사이의 지하물질에 의한

인력의 영향을 포함하므로 고도이상의 특성상 지형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또한 부게이상

은 고도이상에 비해 매우 완만하게 변화하므로 중력

측점수가 많지 않아도 쉽게 부게이상도를 작성할 수

있으나, 고도이상은 특히 고도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산

악지역에서 중력 측정 지점의 높이 측량의 문제점으로

완벽한 고도이상도를 작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

런 이유로 부게이상에서 역 계산한 응축고도이상

(condensed free-air anomaly)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

며, 중력자료가 부족한 지역의 측지학 연구에 활용되

고 있다(Won, 2004).

한반도 전체의 고도이상을 구하기 위해 북한 지역에

대해서는 북한의 부게이상 자료와 지형 자료를 이용한

응축고도이상을 계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지형 자료

가 필요하므로 육상 지형 자료는 미국의 DTED자료

(DMA, 1996)를, 해양 지형 자료는 Seo(2008)의 3''

격자를 이용한 수심자료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자료 중 1' 자료 가운데 널리 알려진 GEBCO(2003),

Global Seafloor Topography (2007), JEGG(2006),

Choi et al.(2002)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만든 자료

이다. 응축고도이상은 절대 중력으로 계산된 관측 중

력에 고도보정과 부게보정을 실시하고, 지형보정을 거

친 완전부게이상(complete Bouguer anomaly; ∆gBA)

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완전부게이상에서 고도이

상을 구하기 위한 육상 지형 자료는 SRTM DTM

(Rabus et al., 2003)을 사용하였다. SRTM은 간섭계

합성개구레이더(interferometric synthetic aperture

radar; InSAR)로 획득한 지형자료로서, 위도 56°S∼

60°N 사이의 전지구적 고도자료다. 해상도는 격자 크

기 3''×3''이고 웹 상(http://srtm.csi.cgiar.org/)에서 일

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WGS84 좌

표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고도는 EGM96 지오이드를

기준으로 한다. SRTM의 절대 정확도는 수평 60 m

이내이고, 수직 16 m 이내이다. 해저 지형자료는

Fig. 5. The onshore and offshore contoured topographic

map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rea. In order to

make the same onshore and offshore resolution, SRTM

DTM is averaged for every 30''×30'' grid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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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2008)의 한국 주변 해역의 30''×30''격자 수심자료

를 이용하였다. Fig. 5는 육상과 해저 지형자료를 병합한

것으로 수심은 동해지역에서는 매우 깊으나, 서해와 남

해에서는 얕게 나타나고 있다. 육지 지역은 북한과 태

백산맥 지역에서 높은 고도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Fig. 6은 우리나라 주변 전체에 대한 응축고도이상으

로서 앞에서 언급한 모든 자료를 합성하여 작성한 최

종결과물이다. 계산된 한반도 및 주변의 응축고도이상

은 위도 30°N∼43°N, 경도 120°E∼135°E에서 -160

mgal∼240 mgal 값을 가진다. Fig. 7은 Fig. 6 고도

이상도에 EGM2008로 계산한 고도이상을 추가하여 외

삽한 지표면 중력 고도이상도이다.

4.2. EGM2008을 이용한 격자간격 1'부터 1°까지

고도이상 

고고도 상층중력 고도이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

도가 더 높을수록 더 넓은 범위의 자료가 필요하므로

Fig. 7에 제시되지 않은 외부 영역에서는 EGM2008을

이용하여 고도이상을 계산하였다. 상향연속 계산에서

적분반경이 증가하면 적분반경 제곱에 비례하여 계산

자원이 소요되나, 적분반경이 큰 영역에서는 고도이상

요소가 계산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므로 격자간격

을 확장한 중력자료를 사용하였다. 높이 1 km에서

30 km까지 상층중력 고도이상을 구하기 위해 위도

10°N~65°N, 경도 85°E~170°E 지역에서 격자간격이

1'인 지표면 고도이상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높이

500 km에서 1,000 km까지는 격자간격이 1°인 전지구

지표면 고도이상을 이용하였다. 

4.3. 항공 중력 고도이상

항공 중력자료는 Lee et al.(2009)이 발표한 3,000 m

고도이상도를 수치화하여 이용하였다. Lee et

al.(2009)에 의하면 항공 중력 측정은 비행 제한 구역

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에서 남북방향 35개, 동서방

향 11개, 그리고 강원 산간지역에서 5개로 구성된 총

51개의 측선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남북방향 측선의 간

격은 10 km, 그리고 동서방향 측선의 간격은 50 km

이다. 평균 비행 속도는 시속 약 250 km, 평균 고도

는 약 3,000 m이며, 도출된 항공 중력 고도이상 값의

정밀도는 총 334점의 교차점에 대하여 교차오차

±2.21 mgal, 노선별 정밀도 ±1.56 mgal로 보고하였

다. 수치 고도이상도를 Fig. 8에 제시하였으며, 상향연

속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상층 고도이상도와 비교하는

데 이용하였다. 

Fig. 7. Free-air anomaly map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rea. The condensed free-air anomaly map

(Fig. 6) is extrapolated including computed free-air anomalies

using EGM2008.

Fig. 6. Condensed free-air anomaly map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rea calculated from Bouguer anoma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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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상향연속 방법을 이용한 상층고도이상 결과

5.1. 최적 적분반경 결정

상향연속 방법에 의하여 상층중력 고도이상을 계산

할 때 적절한 적분반경 결정이 중요하며, 지표면의 중

력이상 자료의 격자간격에 따라 계산 결과도 달라진다.

적절한 적분반경을 구하기 위해서 특정 지점에서

30''×30'', 1'×1', 2'×2', 3'×3' 격자간격의 지표면 중력이

상자료를 제시하고 적분반경을 1에서 30 배까지 증가

시키면서 상층중력 고도이상을 계산하고, 결과를 Fig. 9

에 제시하였다. Fig. 9는 적분반경 30h일 때 격자간격

에 관계없이 최종값에 수렴하는 것을 보인다. 고도

500 km에서의 상층중력 고도이상을 계산할 때 30h의

적분반경은 15,000 km가 되므로 지표면 면적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이며, 나아가서 1,000 km 높이에

서의 상층중력 고도이상을 계산할 경우 적분반경은

30,000 km로 지구 전체에 대해 적분해야 하므로 전산

자원이 많이 소요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분반경 30h로 계산하는 대신, 적분반경 10h일 경우

와 적분반경 30h일 경우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1 mgal 미만의 차이를 보임에 따라, 10h에 해당하는

적분반경을 이용하여 상층 고도이상과 상층중력을 계

산하였다. 또한 높은 고도에서 조밀한 격자간격의 지

상 고도이상 자료를 사용할 경우도 계산 시간이 상당

히 증가하게 된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높은

Fig. 8. The digital version of the contoured airborne free-

air anomaly map at the 3,000-m height published by Lee et

al. (2009).

Fig. 9. External free-air anomaly at the altitude of h

computed using various grid intervals (30''×30'', 1'×1',

2'×2', 3'×3') and integral radii from 1h to 30h.

Fig. 10. Distribution of differences between the upward

continuation free-air anomalies and the digitized airborne

gravity anoma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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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에서는 격자간격이 큰 지표면의 고도이상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선택한 10h 적분반경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도 3 km 일 때 상향연속 방법으로 계산된 상층 고

도이상과 앞에서 제시한 수치 항공 중력 고도이상

(Fig. 8)과 비교하고, 차이를 Fig. 10에 제시하였다. 지

역적 차이는 −22.44~24.98 mgal이며, rms 오차는

4.17 mgal로 나타났다. 통계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차이를 0.5 mgal 간격 누적 분포도로 작성한 결과를

Fig. 11에 제시하였다. Fig. 11은 평균이 −3.1 mgal인

정규분포이므로, 평균을 편차(bias)로 보정해 준 후 두 고

도이상의 차이 값을 다시 구하였다. 상향연속 고도이상

과 항공 중력 고도이상과의 차이는 −19.32~27.10 mgal,

rms 오차는 3.88 mgal로 나타났다. Lee et al.(2009)

이 밝힌 2.21 mgal의 항공 중력 자체의 교점 오차를

고려하면 이들 오차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으며, 오차

의 기인은; (1) 상향 연속 계산에서 이용한 지표면 중

력 고도이상에 내재된 오류, (2) 10h 적분반경을 적용

함으로서 발생하는 절단오차, (3) 항공 중력자료를 수

치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 그리고 (4) 항공 중력

고도이상 도출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분류할 수 있으

며, 이들의 영향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5.2. 상층중력 고도이상 특성

이번 연구에서 상향연속으로 계산한 상층중력 고도

이상의 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도별로 구

한 상향연속 고도이상의 최저, 최고 및 표준편차를 계

산하여 Table 2에 제시하였다.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최저값은 증가하고 최고값은 감소하지만, 최고값의 감

소율이 최저값의 증가율보다 크다. 따라서 평균값은 고

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편차 역시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이 결과는

낮은 고도에서는 지형의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 고도

가 높아질수록 지형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위도 33°N~43°N, 경도 124°E~131°E에서 상층중

력 고도이상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구명하기 위하여 1,

3, 9, 30, 100, 300, 600, 900 km 고도에서 계산한

고도이상을 Fig. 12에 제시하였다. Fig. 12에 제시된

고도이상은 고도가 증가할수록 고도이상의 변화폭이 줄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저 고도의 단파장 효과

는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약해지고 장파장의 영향이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 낮은 고도에서는 한반도 지형

Fig. 11. Histogram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upward

continuation free-air anomalies and the digitized airborne

gravity anomalies. The maximum, minimum, mean values

and rms error are presented.

Table 2. The mean, the minimum, and the maximum

values, and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upward

continuation free-air anomalies

Altitude

(km)

Mean

(mgal)

Minimum

(mgal)

Maximum

(mgal)

Standard 

Dev.

(mgal)

1* 20.201 -41.315 189.327 22.61189

3* 19.114 -36.478 156.209 20.64091

9* 19.113 -25.720 112.160 17.36459

20 19.017 -16.286 80.534 13.76027

30* 18.829 -10.587 65.323 11.56130

40 18.567 -6.562 55.031 9.92880

50 18.259 -3.551 47.698 8.64033

60 17.253 -1.206 42.190 7.95323

70 17.379 0.723 38.067 6.83015

80 17.176 2.351 34.831 6.04905

90 16.903 3.757 32.211 5.41067

100* 16.592 0.000 30.063 4.92279

200 13.866 8.801 18.735 2.14346

300* 11.840 7.556 14.216 1.31816

400 10.374 6.628 11.942 1.13014

500 9.014 5.973 10.326 1.00161

600* 7.552 5.450 8.849 0.81883

700 6.680 4.692 7.912 0.77172

800 6.084 4.101 7.329 0.78315

900* 5.433 3.666 6.584 0.71954

1,000 4.791 3.170 5.864 0.6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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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xternal gravity free-air anomaly maps at (A) 1-, (B) 3-, (C) 9-, (D) 30-, (E) 100-, (F) 300-, (G) 600-, and (H)

900-km al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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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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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이 반영되어 단파장의 효과가 부각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고도가 높아지면서 지형의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00 km 정도에서는 뚜

렷하게 해양인 동쪽은 큰 값을, 서쪽인 대륙은 작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지형의 영

향보다 지구 내부 밀도 분포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높이 1,000 km에서는 동쪽은 대

략 5.9 mgal을, 서쪽은 3.2 mgal을 보여준다. 

6. 상층중력 계산

상층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앞서 구한 상층중력 고

도이상에 위도와 고도에 따른 정규중력을 더해주어야

한다. 지구의 중력값은 적도의 978,032.7 mgal에서 극

의 983,218.6 mgal 사이에서 변화하며 대부분의 요인

은 위도에 따른 지구 반경의 변화이다. 위도

33°N~43°N의 10° 범위에서의 정규중력 중력 변화는

979,566.2 mgal에서 980,439.1 mgal까지 872.9 mgal

의 차이를 보이며 변화하고 있다. 한편, 지표면 중력의

수직변화율은 적도의 0.30725 mgal/m에서 극의

0.31036 mgal/m 사이에서 변화하고 있다. 지역적인 밀

도 차에 의해서도 중력의 수직변화율이 차이나지만 이

는 지역적인 변화이며, 위도에 따라 중력 수직변화율

이 변화하는 이유는 주로 지구 반경의 변화 혹은 편평

도 때문이다. 따라서 고도이상 보정 값도 위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고도보정에 이용하

는 0.3086 mgal/m는 지구를 타원체가 아니라 구로 가

정하고, 다항식 전개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으로, 높이

가 증가함에 따라 오차가 커진다. 

Li and Götze(2001)는 타원체 내부 또는 외부에 위

치하는 임의의 지점에서 정규중력값을 계산하는 완전

식을 아래와 같이 유도하였다. 

(2)

여기서, , ,  

, ,

, , 

R = r'' 2/E 2, D = d'' 2/E 2, r'' 2= r' 2+z' 2, d'' 2= r' 2−z' 2,

r' = α cosβ+h cosφ, tanβ = (b /a)tanφ를 의미한다.

식(2)를 이용하여 상층의 정규 중력값을 계산하고, 앞

서 구한 상층중력 고도이상을 더하여 상층중력값을 계

산하였다. 

계산된 상층중력값은 33oN에서 43oN까지 전체적으

로 위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은 1 km에서의 상층중력값은 제주도 한라산,

지리산, 태백산맥을 비롯한 북한 지역의 고지대에서의

중력값 분포는 지형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Fig. 13-A).

고도가 높아질 수록 상층중력값은 지형의 영향이 약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300 km 이상의 고도

(Fig. 13-F)에서는 지형의 영향은 거의 없어지고 지구

타원체의 영향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

층중력장의 중력값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있

으며, 이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7. 결론 및 토의

총 15,000여 지점의 국내 육상 중력자료를 수집하여

상층중력을 구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하였다.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분포하는 중력자료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

여 단순 부게이상을 계산하고 3'' 간격의 지형 자료를

이용하여 응축고도이상을 계산하였다. 위도 30°N~43°N,

경도 120°E∼135°E에서 응축고도이상은 대략 −160

mgal~260 mgal 값을 가진다. 육상 중력자료 외에 선상

중력자료, 북한 자료, 일본지역 중력자료, EGM2008의

자료를 합성하여 위도 24°N~48°N, 경도 115°E~140°E

에 해당한 한반도 일원의 지표면 고도이상을 구하였으

며, 대략 −230 mgal∼340 mgal의 분포를 보인다. 

상층중력 고도이상을 계산하는 상향연속 계산에 있

어서, 두 지점 간의 측지선 거리는 Bowr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계산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고려하여 확인

된 고도 10배 적분반경을 적용하였다. 항공 중력이 측

정된 고도 3 km에서 계산한 본 연구의 상층고도이상

과 항공 중력 고도이상의 rms 오차는 약 3.88 mgal

로 나타났으며, 오차 원인으로는 지상 중력자료 자체

의 오차, 항공 중력 자체의 오차, 수치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 그리고 적분반경에 따른 절단오차 등으

로 사료된다. 보고된 항공 중력 고도이상 교차점오차

가 2.2 mgal 임을 고려하면 이들 오차에 의미를 부여

할 수 없다. 한반도 지역에서 상층중력 고도이상은; 고도

1 km에서 −41.315 mgal~189.327 mgal로 표준편차는

22.612 mgal이고, 고도 1,000 km에서 3.170 mgal~

5.864 mgal로 표준편차는 0.670 mgal이다. 낮은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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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xternal gravity field maps at (A) 1-, (B) 3-, (C) 9-, (D) 30-, (E) 100-, (F) 300-, (G) 600-, and (H) 900-km al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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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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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주변 지형의 효과를 크게 반영하고, 고도가 높

아질수록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층중력

고도이상은 지구조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상층중력 고도이상에 Li and Götze(2001)의 정규중

력공식으로 계산한 정규중력값을 더하여 상층중력장을

예측하였다. 고도 300 km부터 상층중력장은 지형과 지

구조의 영향을 거의 보이지 않으며, 위도에 따라 증가한

다. 고도 증가에 따라 커지는 상층중력장의 위도 증가

율은 원심력의 영향이다. 고도 600 km에서 750 mgal

정도의 상층중력값 변화는 같은 고도에서 약 2.5 mgal

고도이상 변화량의 300배에 해당하므로, 지구 모양에

따른 장파장의 영향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 저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번 연구가 지상

중력자료를 이용하여 한반도 일원의 상층중력 고도이

상을 계산하고, 상층중력장을 예측한 최초의 결과다.

지표면 중력자료의 양이 증가하고 질이 우수해짐에 따

라, 이번 결과는 개선될 수 있으며, 관성항법장치의 정

확도 향상 등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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