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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a paπ of editing and publishing a gravity map on southem part of 

Korean Peninsula as one of the national basic maps, the gravity survey was 

carried out on 8 sheets (scale of 1 50,000) in 1998 Socheon sheet, 

Chunyang sheet, Yeongju sheet, Danyang sheet, Yecheon sheet, Angye sheet, 

Andong sheet, Euiseong sheet. 

The instrument for gravity measurement was LaCoste & Romberg 

gravimeter (model G200L, sensitivity 0.01 mGaD and for positioning of the 

measurement points a couple of GPS systems (model T4000SSE, Trimble Co.) 

was used. 

A Bouguer gravity anomaly map on the survey area was made using the 

Geosoft software (Geosoft Co.). For the purpose of ca1culating the Bouguer 

anomaly, GRS80 (Geodetic Reference System 1980) was used as standard. 

During the processing and editing of the gravity dataCl997 -1998), we 

could derive such conclusions as follo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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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characteristics of Bouguer anomalies are mainly due to the difference 

of rock densities and geological sσuctures distributing in shallow parts of 

the concerned regions. 

a. We find the (+) Bouguer graviη anomalies on the surface distributed 

with diorites and basalts of Cenozoic Era and the ( - ) Bouguer gravity 

anomalies on the surface distributed with the intrusive granites of the Jurassic 

Period. 

b. The lineaments of the Bouguer gravity anomalies are mainly in SW -

NE or in SSW - NNE increasing in magnitude. The reason of the increase 

from in - land area to the coastal area is considered to be from the fact that 

the thickness of the crust is thinning from the in-land area to the coastal 

area. 

2.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measurement heights and free - air 

gravity anomalies was ca1culated to be of 0.331016, considerably low, which 

urges us to take in consideration also such factors as surface geology, 

distribution of various rocks in the Earth' s interior beside the effects of 

measurement heights. 

3. As the result of the power spectrum analysis of the Bouguer gravity 

anomaly data, we could identify 3 discontinuities at 3 depths of about 1.6 

km, 5.8 km and 16.1 km, the last of which is interpreted to be the depth of 

Conrad- discontinuity. But, for the amelioration of the interpretation, we 

should get the data acquird by other geophysical methods and consider 

them in whole for interpretation. 

? 
“ 



표L 
-, 차 

Abstact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 1 장 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5 

제 2 장 지 질 개 요 .... ............. ... ..... ........ .. ................... ........ .... .. .... .......... .... .. .... ..... 8 

제 3 장 자료획득 및 처리 ........ ... .... .. ........ ... .. ............. ............ .... .. .... ... ..... .. . 12 

제 1 절 자 료 획 득 .......... .. ... ........... ... ..... ... .. .. .. ..... .......... ... .. ..... ......... .. .. ... .... ..... .... .. . 12 

제 2 절 자 료 처 리 ...... ...... ... .. ........ .. .... ..... .......... .... .. .. ....... ............... .......... .............. 14 

제 4 장 고 찰 .... .......... .. ................ .. .......... .... ..................... ........ .. ... ...... .. .......... 17 

제 1 절 암석과 중력 이 상과 의 관계 ......... .. ... ..... .. .. .................... ..................... 22 

제 2 절 지질구조와 중력 이상과의 관계 ..... .. ... .. .... .... ... .. .......... ....... ... .......... 23 

제 5 장 결 론 .. ............... ... ....... ..... ... ... ... .... ....... .. .... ... .. ..... .................. .. ............ 29 

참 고 문 헌 ......... ......... ........... ... .... .. ............ ................. .. .... .. ... ... .................. .......... .. 30 

q 
니
 



List of Figures 

Fig. 1. Index map of gravity survey in Korea ... .. .. ...... .. .. .............. .. ...... ............................ 7 

Fig . 2. Index map of studied area marked with gravity observation points . ............ 8 

Fig. 3. Simplified geological map of studied area ... ........ .. .... .. ....... … .............. .... .... .. ....... 10 

Fig. 4. Location map of sub-base points used for gravity survey . .... .. .. ................... 11 

Fig. 5. Flow chart of the gravity data acquisition and 
processmg ........... .. ....... ‘ . ... .. . . ... . .....•. .•. .. . • ..•....... … ...... ……… ... ..... ... ........................ 12 

Fig . 6. (a) Interrelation between elevations of gravity stations and 
Free-air anomaly, 

(b) Interrelation between elevations of gravity stations and 
Bouguer anomaly .. ........... .. ........ ................ .. .......... …… ...... ..... ... ‘ ....................... 18 

Fig. 7. (a) Topographic map, 
(b) Free-air gravity anomaly map ............ ....... ... … ....... .. ...... ....... .......... ....... ... ...... 19 

Fig. 8. Complete Bouguer gravity anomaly map 
overlaid with gravity observation points .............. .. .. .. .. . … ........ ................. ........... 20 

Fig. 9. Trend analysis of 
(a) Free-air gravity anomaly and 
(b) Bouguer gravity anomaly ... .. .. ... ........ .. .. .... .... ... .... .... ...... .. .. .. .. .... .. .. ....... .. ........... 21 

Fig. 10. Stacked maps of upward continuation to 5 km and 10 km. ........................ 24 

Fig. 11. Residual gravity anomaly map (upward continuation of "0 km- 2 km") . 
.. 25 

Fig. 12. High resolution seismic profile showing sub-bottom geological structure 
near the Kuryongpo offshore (modified from Lee et.al. , 1996). 
Note Top acoustic basement boundary may be different 

from the true basement. ................ ................. ........ ...... .... ......................... 26 

Fig. 13. Two-dimentional power spectrum of the Bouguer gravity anomaly .......... 28 

4 -



료츠 서 장 져l 

목적은， 축척 1: 25만 도폭에 대한 광역중력도를 편집 · 발간 

하고， 광역적인 지질정보 (물리적 및 지질적 특성， 구내구조) 획득을 위한 정보자 

료 수집，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한반도의 전체적 심부 지체 및 지질구조를 규명하 

고 지구과학 분야에 응용되는 다양한 정보를 도출하는 데에 있다. 

광역중력탐사연구의 

0:25만) 내 중력탐사는， 

;>:. 

--', 

1997년 : 울진， 예안， 영양， 병곡， 길안， 청송， 영덕 ， 화북， 기계， 포항 등 10 

1998년 : 소천， 춘양， 영주， 단양， 예천， 안계， 안동， 의성 등 8 개 도폭에 대하여 

중력을 측정하였다. 

포
 
「도

 
대한 1 :25만 안동도폭에 1998년까지 1997년부터 

개 도폭 

1:5만 도폭 28 개 중 187B 도폭에 대하여 수행하였다(그림 1). 

중력관측점의 위치는， GPS시스템 (System Surveyer(T4000SSE); Trimble Co.)을 

& 

처리 

소프트웨어인 Geosoft(GEOSOFT Inc ， 1990)를 사용하였으며， 처리 

필요한 기준중력값으로는 GRS80(Geodetic Reference System 1980)식을 

Lacoste 

중력자료의 

획득하였으며， 중력측정은 

이용하였다. 측정된 

사용하여 

Romberg (G 200L, 정밀도 O.01mgaD중력계를 

는 Geosoft 사의 

바버으 
。닙 E GPS!Leveling 이용한 

사용하였다. 1, 2차0997 -1998) 연구지역에서 

여 최종적으로 완전 부우게 중력이상도를 작성하였다. 

한편， 경상분지 북부지역에 대한 지구물리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 

들에 의하여 수행되어 왔다. 특히， 중 · 자력탐사 자료을 이용한 연구자들은 구성본 

(998) , 권재현(994) ， 박찬홍(984) ， 손호웅(983) ， 정종대 (984) ， 엄우영 (993) ， 우익 

(993) , 유철(996)， 이 영 재 (990) ， 이천훈 등0968， 1969, 1972), 조진동 등(978) ， 제 

일용(998) 등이며， 이들 대부분은 주로 분지 내에 존재하는 칼데라， 단층 및 소규 

대하여， 국부적인 지질구조연구를 수행하였으나， 구성본， 이천훈 

경상분지 전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2에서 보여주는 지역에 대한 중력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1)중력 이상에 대 

한 원인분석을 위해서 Polynomial Regression 분석， 상향연속 및 잔여중력이상을， 

(2) 전체적인 지하구조 검토를 위하여 부우게중력이상에 대한 스펙트럼분석을 수행 

수행된 중력자료( 400여점)를 처리하 

즈
 
。과정 

으
 」

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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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자료처리 결과들을 이용하여 완전 부우게 중력도와 2km, 5km, 

lOkm 상향연속도， 잔여중력도(upooOm -UP20에m)， 파워스펙트럼 분석도를 작성하 

였다 

처리된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연구지역에서의 중력이상은 주로 지표 천부의 

영향에 기인하고 있으며 3 개의 밀도 불연속면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 o 



J51-웰 

Fig. 1. lndex map of gravity surve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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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개요 2 장 져1 

본 역에는 선캠브리아기의 변성암류， 고생대， 중생대 및 제3기의 퇴적암류와 화 

성암류들이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암석분포는 1:25만 안동도폭 남서부에서 북동부 

로 대각선 방향으로 편마암류와 편암류들로 이루어지 는 선캠브리아기 변성암류들 

북서부에는 시대미상의 옥천층군에 속하는 변성퇴적암류들 

과 고생대 암층들이 소규모로 분포하고， 동남부에는 사암， 역암， 셰일 및 산성 

은 중성암류 등으로 이루어지는 중생대 경상누층군의 퇴적암류들이 넓게 분포하 

며， 사암， 이암 및 역암 등으로 이루어지는 제3기암류들도 소규모로 분포한다 제3 

기 퇴적암류는 포항을 포함하는 동부해안에 인접하여 

라이아스기， 쥬라기 및 백악기에 관입한 화강암류들과 산성 

류들의 분포가 도폭 전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도폭 내의 화강암류들은 고기화강암， 

대보화강암 그리고 불국사화강암 등으로 나누어진다. 

영남육괴에 해당하는 

호
 「

넓게 분포한다. 이외에도 트 

혹은 중성의 반심성암 

분포하며， 본 역의 

들은 소백산 편마암복합체이며， 주로 흑운모편마암， 화강암질편마암으로 이루어지 

나 화상편마암， 미그마타이트질 편마암， 운모편암들이 수반되며， 소규모이기는 하 

나 관임암류 기원의 화강편마암의 분포도 확인된다. 대석회암층군과 양덕층군으로 

도폭의 

안동도폭(1:25만)에서 는 대석회암층의 하부/중부만 분포하고 있다. 옥천층군에 

변성암류 분포하는 간에 김천- 예 천 한반도 지체구조구의 

확인된 작은 규모로 분포함。 비교적 중북부에 이루어지는 조선누층군이 

다. 

해당하는 변성암류들의 분포는 북서단부에， 평안층군은 도폭의 

쪽으로 단속적인 분포를 보이며， 특히 북쪽에는 대동층군， 반송층군의 분포와도 밀 

접한 관계를 보인다. 북동 남서향의 대각선으로 본 연구지역을 양분하는 영남육괴 

변성암대의 동남부는 백악기퇴적암류들이 넓은 면적에 걸쳐 분포한다. 

남서 중북부로부터 

동남부에 위치하고 울릉분지에 연하여 있으 

남동 경계를 따라 호남전단대가 연장되는 지 

역으로， 안동도폭 내의 지질구조 중 가장 뚜렷한 단층 혹은 단층대로는 얀산단층 

대와 가음단층군， 안동단층과 영양분지 

그 연장상의 북서향의 

본 역 (1 :25만 안동도폭)은 한반도의 

경계단층과 

옥천대 내의 

층상단층군， 영동분지 

단층 서쪽 지역의 

북단의 

북서향의 

Q 
U 

며， 도폭의 서부지역에 옥천변성대의 

단층， 그리고 이 



층상단층군들 등이다 이외에도， 의성소분지 북서단의 북북동향의 단층들과 영양소 

분지 북부에 발달하는 같은 방향의 단층들도 비교적 뚜렷한 발달을 보인다(그림 

3, 황재 하， 1996). 

δ~lJ 。 a 짧 
t’ 

‘-125.50 127.50 

Fig. 2. lndex map of studied area marked with gravity observation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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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implified geological map of studi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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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ocation map of sub- base points used for gravity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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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처리 3 장 자료획득 저l 

자료획득 

한국자원연구소에서는 현장탐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지리원이 1981년 

도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내에 설치한 상대적인 절대중력기점(좌표 36023’ 06"N, 

1270 22' 24’ 및 중력값 979832 .434 mgal)을 기준점으로 하여， 20 개소의 보조중력관 

측점(그림 4)을 1997년 3월에 설치하였다. 이러한 각 중력기준점의 높이는 수준측 

량에 의해서， 기준점 의 위치좌표는 GPS관측을 통하여 얻었다(표 n 자료획득에 
사용한 중력계는 Lacoste & Romberg 중력계(모델 G200U이며， 이· 중력계의 측정 

정밀도는 O.Olmgal이다. 수준측량은 건설부 산하 국립지 리원에서 설치한 측량 1등 

수준점을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한편 GPS에 의한 위치관측은 대덕연구단지 내 

의 한국자원연구소에 설치한 GPS관측소(360 22' 47.612930"N, 12T 21’ 38.690355" 

E, 99.1279 m (WGS84))를 기점으로 하였다 이때 ， 최소 4 대 이상의 GPS위성으 

로부터 송신되는 신호를 기준국과 이동국에서 동시에 관측하여 GPSurvey 

software Ver. 3.0을 이용한 후처리작업을 통하여 중력측점의 위치좌표를 산출하 

였다. 이때 중력측정점에 대한 GPS에 의한 측량방법은 GPS!Leveling방법을 사용 

하였다 

본역에 대한 광역적인 지질정보 (물리적 및 지질적 

중력이상에 대한 원인분석을 위해서 다음의 그림 5와 

획득 및 처리를 행하였다. 

특성， 지구내구조) 파악 및 

같은 계통도를 통하여 자료 

처 
를르 저I 1 

문헌수집 ， 중력관측， GPS관측 l 

원인분석 1 I 중력자료 

훤특」 

처리 (보 

| 완전부우게 중력이상 | 읍 

분석/ ‘ 
연속， 

댈련 수:} 자료 

I 기기 j초석 J 대기，고도，부우거I ( 지형 ) 보정 정 u 난t률 수i 

고도와 중력값의 상관 관계분석 

스펙트럼분석 

하
。
 하。
 

방
 
상
 

Fig. 5. Flow chart of the gravity data acqwstion and processing. 

(중력자료 획 득 및 처 리 순서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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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oordinates and Gravitv Values at the Gravitv Sub-Base Stations. 

(중력보조기점의 위치 및 중력값) 

번호 중력보조기점 위 치 좌표 
중 력 값 「A-‘긴:zr15 j 

(mGa]) 번 호 

1 근(울남진(2 도35폭- )1 ) 36-57-33.261, 979928.300 12- 40 129-23-59.161 

2 ( 병병 곡 독(2도35폭-)2) 36-42-43.784 , 979915.725 12-30 129-26-48.725 

3 ( 영영 덕 덕 (2 도36폭-0)) 36- 24- 35.676 , 979884.340 12-20 129-22-16.000 

4 ( 영영 양 양(2도36폭-)1 ) 36- 38-32 .432 , 979852 .299 4-7-18-6 
129-06- 18.523 망 실 

5 ( 청청 송 송(2도36폭) 2) 36-25-50.270 , 979824 .761 4-5-0-0 129-03-33 .423 

6 기 1 계 계 (236 폭-3) ~6-10-29 .1 89 ， 979799.319 4-3-6-9 
(7 도 ) 129-05-51.656 

7 의(의 성 성 (237-0) 36-21-01.622’ 979839.720 14-18 도폭) 128-41-56.779 

8 효(군령위 (2 도37폭-)1) 36-09-16.216 , 979822 .412 14-1 0 128- 35-24.000 

9 ( 학화암북(2도37폭-)2) 36-09-58.6 , 979790.887 KIGAM-50 128-52-10 .1 

10 ( 안안동동(2도38폭-)0) 36-34-12.973 979858 .065 5-12-24-14 128- 40- 48.000 

11 ( 예예 천 천 (2 도38폭-)1) 36-44-38.919 , 979860.860 5-12-25-1 128- 27-57.18 

12 ( 점점 촌 촌 (238-2) 36-43 - 53 .514 , 979826 .902 5-10-20-12 도폭) 128-05-48.649 

13 상(상주주(2도39폭-0)) 36- 15-58 .378, 979839 .428 5-1-9-4 128- 08-30 .000 

14 감(감천천(2도39폭- )1 ) 36-03-47.027 , 979787.794 2-9-17-18 128- 07-42 .000 

15 ( 약선목산(2도39폭-)2) 36-01-48.649 , 979809.965 13-7-1 128-25-50.000 

16 ( 제이 원 원 (240-0) ~E) QE) ~0.811 ， 979793.393 2-4-12-3 도폭) 127 32 56.000 

17 풍(영7 주 (2도40폭-)1 ) 36-52-05.000 , 979835.993 19-3 128-31-36.644 

18 ( 단단양양(2도40폭-)2) ~Q-55-25 .946 ， 979847.073 19-10 128-20-22.148 

19 주(충더주(2도41폭-)0) 36-58-24.324 979873.962 6-6-9-16 127-47-21.892 

20 (포 달항도 쳐혹) 36 04 19 .460 979847.686 12-9 129 30 47.682 

21 (춘 춘양도 양폭) 36 55 56.757 979823.236 7-14-23-20 128 54 51.946 

η
 ω 



자료처리 제 2 절 

가.중력측정자료 

어떤 한 측점에서 측정된 중력값은 시간적 변화에 따른 측정기 기의 

및 지구주위의 해와 달의 인력변화， 측정지점의 지형 등 조건의 차이 등 제반요소 

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효과를 제거하는 것을 중력보정이라고 하며， 보정의 

대기보정， 고도와 부우게보정， 지형보정 

스프링변화 

조
 
。

l'!l 
;’<기기보정 l'!l 

;’<위도보정， 조석 

isostasy보정 등이 있다 

류
 

” 

및 기기보정 

해와 달의 인력의 변화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는 조석보정을 위해서는 Longman , 

1. M.(1959)에 의 해서 산출된 tidal acceleration 식 을 이 용한 software를 사용하였 

다. 한편， 어떤 시간대 내에서 중력측정을 수행할 때 ， 그 시간대 내에서의 어떤 점 

에서의 마지막 측정종료 후 즉시 첫 측정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측정하는 왕복측정 

을 실시하면， 시간에 따르는 중력계의 스프링변화를 선형적인 변화로 취급할 수 

있으므로 Geosoft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선형보간법으로 기기보정을 행하였다. 

(1) 조석 

(2) 대기보점 

중력 이상을 구하기 위하여 사용된 표준중력식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 

질량에 

표준중력식을 

식에는 지구 질량 뿐만 아니라 대기 

따라서 ， 중력이상을 구하기 위해 

고도에 따른 대기질량의 효과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대기 

유도된 GRS80식 으로서 , 이 

있다. 

과로부터 

의한 중력효과가 포함되어 

적용할 때는 측점의 

고도 h인 측점에서의 대기보정값 L'. gA는， 

이며， 여기서 h의 단위는 m이다. 

보정이라 한다. 

L'. gA = 0.86 - 0.OOO0978h mGal 

변하게 

(3) 위도보정 

모양이 완전한 구가 아니므로 중력값은 위도((þ)에 따라 조금씩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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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량에 대한 보정은 아래와 같은 GRS80 표준중력식을 되는데 위도에 따른 

용하였다. 

g $(1980) = 978032.67715 * (1 + 0.0052790414 * (sin2~) + 

0.0000232718 * (sin뼈) + 0.0000001262 * (sin뻐) + 

0.0000000007 * (sin뼈)) 

(4) 고도보정 

고도보정 (Free- air reduction)은 높이가 h인 측점에서 측정된 

Geoid 면 상에서의 값으로 보정하는 것인데， 물질의 인력은 고려하지 않고 중력변 

화를 구하는 것으로 고도가 1m 높아지면 중력값은 0.3086 mgal의 감소를 보여준 

Go를 르드려 L 
。-， "^ 

중력값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Geoid 변 상에서의 다. 

g $ + 0.3086h 중력값) = Go -GF (고도보정후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므 

즉， 측정 된 중력값 Go 

두께 h , 밀도 p인 무한평판의 인력 2.npGh를 제거하는 것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밀도값은 지각의 평균값 2.67 grrνcm3 이다. 

것으로 가정하였 。J.~二
"δ L 

(5) 부우게 보정 ( Bouguer reduction) 

고도보정은 측점과 Geoid 변 사이에는 물질이 

지만 실제로는 불균질 매질이 존재함으로써， 이것이 중력의 

효과를 제거하는 것을 부우게보정이라고 한다. 

존재하지 

의미한다 

로， 매질의 

에서부터 

중력값) = GF - 2.npGh 이다. GB (부우게 보정후의 

(6) 지형보정 

무한한 수평판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 부우게보정에는 측점과 기준면 사이에 

불규칙한 지형에 계산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산이나 계콕과 같이 중력효과를 

의한 영향이 있으며， 이를 보정하는 것을 지형보정이라 한다 

띠
 ω 

여 



종래의 보정방법에서는 주로 Hammer, Bible 차트를 사용하여 왔으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Multiqudric equation을 도입한 새로운 방법이 제안되었는 데(Krohn， 

1976) , 이 의 정 확도에 서 는 Kane의 방법 (1962)에 앞서 고 Hammer Chart방법 (1939) 

과 비교하면 높은 정상 또는 깊은 계곡의 바닥에서 다소 정확도가 떨어지나， 전체 

적으로 는 규칙적인 지형에서는 매우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방 

중요성 때문에 다시 개선되 었는 데 Lin (1979)은 중력 측정 점 

을 중심으로 반경 약 1 km~ 에 대한 지형보정 방법을 하고， 원거리 보정은 큰 단 

위요소로 처리함으로써 계산 시간이 단축된다. Multiquadric equation방법.의 장점 

은 평균고도를 읽어서 구한 것보다 실제지형을 더 잘 대변해 주는 것과 실제 읽지 

보정의 법도 근거리 

않은 지점의 고도계산에 의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Multiquadric equation을 이용하여 한반도에서 측정된 중력자료에 대한 자동지 

형보정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희순， 1998)을 사용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자료처리를 통하여 얻어진 완전부우게 중력값을 이용하여 프리에 

어 중력이상도， 부우게중력이상도를 작성하였으며， 또한 광역적인 지질정보 자료 

분석을 목적으로 부우게 중력값을 이용하여 상향연속 및 잔여중력(UProJm - UPmm) 및 파 

워스펙트럼 분석도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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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고 4 장 져1 

프리에어중 국부적인 Woollard,G.D.(1962, 1969) 는 

력 이 상은 지 표지 질， Intra- crustal lithology 및 지 형 기 복의 

있어서 중력변화에 일반적인 

프리 。1 동t직L 고L 여 처 이 
。 Ö 2. ， O -,-,L!. 

게
 

서
 

。

T

어
!
 

닙
T
 
이
샤
 

지표높이와 

관계에 

지각두께는 기인하며 불균형적인 지각평형 에 에어중력이상은 

중력이상값에 중력값 사이의 측점높이와 언급하였다. 관련된다고 

ð Gh - 0.3086 mgal/meter 일 반적 으로 수직 중력 변화(vertial gravi ty gradient)는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높이 와 단순부우게 중력 값 

중력이상값의 전체측점에 대한 상호관계를 선형근사적으로 계산한 결과， 

주려르는처 
。 -， -, t그 중력변화를 고찰하기 위하여 역에서의 

프리에어 

료츠 
'-

Y = - 0.0345307 * X + 19.7932 
) 1 

1 1 
4 

( 

(2) 

관계식을 얻었으며 ， 이들의 상관도(R- squared )는 O.l02769(부우게)， 0.331016(프 

리에어)이며， (1)식에서 X는 측점높이， Y는 부우게중력값을， (2 )식에서 

이， Y는 프리에어중력값을 의미한다. 

X느 츠처노 -, D .:rr. 

Y 二 0.0702907 * X + 19.6751 

의 

낮다는 사실은 본역에서 나타난 중력값은 측정높이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 많 

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 7에서 

볼 때， 중력측정 

하여 대체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상관도가 표시한 것으로서， 이들의 상호관계를 중력값의 측점높이와 6은 그림 

파
 

보는 바와 같이 

값에 대 고도와 중력 도면을 상호 비 교， 검토하여 면과 프리웨어 

더 연구를 계속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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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Interrelation between elevations of gravity stations and Free- air anomaly, 

(b) Interrelation between elevations of gravity stations and Bouguer anoma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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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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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7. (a) Topographic map, (b) Free- air gravity anomaly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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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lete Bouguer gravity anomaly map 
overlaid with gravity observation poi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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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과 중력이상과의 관계 절 저I 1 

그림 8 에서 특성을 고찰하면 연구지역의 전체적인 부우게중력 이상 분포의 보 
L. 

Polynomial 

보는 바와 같이 연구지역 북서측에는 부(-)부우게 중력이상이 넓게 발달하고 있으 

며 ， 남측에는 높은 정(+)부우게중력이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중 

력값 변화에 대한 방향성은 대체로 북북서 남남동 방향을 유지하면서 해안쪽으로 

있다. 또한， 중력값의 변화상태를 보기 

Regression 방법 으로 계산하여 도변화한 결과는 그림 9에 서 

위하여 보이고 증가추세를 

려
 「

Z 
T 
u 보는 바와 같이 

값의 증가방향은 북북서 -남남동임을 알수 있다. 

분포양상은， 연구지역 북서측에 

( -)부우게 중력이상 분포지역은 대부분 백악기 대보관입암류인 화강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남서쪽에 보여주는 높은 정(+)부우게 중력 이상을 보여주는 지역은 각각 

특징적인 화산활동에 의하여 구성된 화산암 복합체 분포지역으로서， 구성암석은 

응회각력암， 현무암질 용암， 화산력응회암， 유문암질응회암， 유문암 등이다. 

해안 쪽으로의 높은 정(+)부우게 중력값의 분포지역에는 동해안을 따라 발달하 

는 양산단층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산성화산암류(유문암， 조면암 및 조면암질 

응회암 등)이고 현무암， 조면암질 응회암， 조면암 및 안산암 등으로 이루어지는 장 

기층군이 분포하고 있다. 

닝 
T 는

 
이
〈
 

발달하고 세부적인 부우게중력이상의 

지구물리탐사자료에 대한 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의 펼터링 방법 

이 있다. 광역적인 의미로 필터링이란 신호 대 잡음비를 향상시키는 모든 작업을 

뜻하나， 협의의 의미는 신호로부터 필요한 주파수 성분만을 추출하거나 제거하는 

목적의 작업을 말한다. 상향연속은 천부효과를 제거하는 안정된 고주파차단 필터 

분포하는 구조나 하므로， 중력탐사 및 자력탐사에서 

암석에 의한 이상을 선택적으로 강조할 목적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지역의 광역이상을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고도가 높은 점에서 

깊게 상대적으로 여i>l-.Q.. 
-, 'ë코 2. 의 

의 값으로 상향연속하였으며 상향연속 기준고도를 2.0 k.m, 5.0 k.m, 10 k.m로 하여 

상향시켰을 때 나타난 중력분포는 지표에서 측정하여 작성된 부우게 중력도와 다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10). 등중력 모양의 구배 (gradient)변화가 원래보다 

완만하며 심부로 갈수록 복잡한 중력이상을 확인할 수 없다. 북서부에서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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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 북북동 남남서의 방향 중력이상은 심부로 갈수록 좁은 분포를 보여 

그러나， 광역중력이상은 

해안 쪽으로 갈수록 높은 중력값을 보여준다 따라서， 상향연속여과에 의하면 부우 

없다. 확인할 수 중력효과를 나타내는 lineament의 λ，-1-9... 
。 E

및 지질구조에 의한 것으 분포하고 있는 암석 특성은 주로 천부에 게 중력이상의 

로 판단된다. 

값으로 측정한 부우게 파악하기 위하여 지표에서 이상을 국지적 또한， 천부의 

얻어진 잔여중력도를 그 고도를 2.0 km 상향시켜서 산출된 중력값을 제하여 
、

터
 

부
 
’ 

림 11과 같이 작성하였다. 그 결과， 잔여중력도의 등중력선 모양은 부우게 중력도 

와 유사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볼 때， 본역에 

포원인은 표-2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주로 암석밀도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포하고 있는 중력이상의 언급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위에서 

있다는 사실과 해상탐사자료， 측선 

분포(이동영，1996)하고 있는 

중력값의 증가에 대한 원인은 육상에서 해안 쪽으로 

두께가 앓아지고 있음을， 즉 대륙지각이 해양지각 

노출되어 

구룡화산암이 

화산암류들이 지표변에 

북측에서 

한편， 섬부 

A-A ‘해석(그림 12)에 의하면 

것으로 보아 해안 측으로의 

갈수록 지하지질구조 및 지각의 

으로 빠르게 점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지질구조와 중력이상과의 관계 제 2 절 

연구지역의 기반암의 평균 기복심도를 구하기 위해서 파워 스펙트럼분석을 이용 

하였으며， 파워스펙트럼 <E(r)>의 자연대수값은 평균기반심도와 1차원적 

가지 면서 고주파수로 감에 따라 감소한다. 이 때 직 선 기 울기 를 최 소자승법 Oeast 

square method)을 이용하여 구하였으며， 이들 기울기는 측정길이에 대한 주파수에 

의한 것으로， 각운동주파수(angu!ar frequency , ^ 2n: ýu2 + v2 ) 에 있어서의 기울 

기는 고， 저주파수성분에 따른 각각의 직선기울기에 V4n:를 곱하여 구해진 것이다. 

따라서， 이들 값은 각 기반암의 평균심도를 의미한다. 그 결과(그림 13), 본 연구지 

역에서 3 개의 밀도불연속면; 제 1 제2 밀도불연속변 지각내의 P파속도가 갑작스 

럽 게 증가하는 불연속변인 콘라드연(보통 17 - 20 km 깊이)이 나타나고 있다. 

% 

ω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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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10. Stacked maps of upward continuation to 5 km and 1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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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Residual gravity anomaly map (upward continuation of "0 km- 2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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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High resolution seismic profile showing sub- bottom geological structure 
near the Kuryongpo offshore (modified from Lee et.al. , 1996) 

Note Top acoustic basement boundary may be different from the true 
ba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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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암석 밀도 

시 대 층 며。 암 석 명 
평 균 밀 도 

(gr/ cc) 

산성화산암류 드”L 투 l」L 。t ]F 2.55 
제 3 기 섬 록 암 2.72 

현 무 암 2.90 
현무암질 3.00 

연일증군 니 。DL 2.02 

~ 토 l.92 
셔1 일 l.86 

백 악 기 불국사화강암 2.54 
유천층군 유” 무 ‘’아 口 q{ 1 아사아 2.61 
신 동증군 L-1lL S 。i 걷 。츠 사 。DL 2.66 

셰 일 2.72 
하산동층 사 。tjL 2.64 
진 주 층 사 암 2.52 

셰 일 2.60 
하양층군 ~즈1 고 -11 츠 。i 사 。DL 2.52 

쥬 라 기 대보 관입알류 화 강 암 2.60? 
/셔o 료 -←1ε 。<그L 

시대미상 
중성및 염기성 

/ζt4j 프 →료1 。CjL 2.72 
λD1 λ 。} 。nL T ET 

반 려 암 2.90 
λr4j ;자 C] 。I ]L 3.00 
회 장 암 2.52 

선캠브리아기 편 마 암 2.58 

지질학적 측면에서 볼 때 제 1 불연속면은 퇴적암층， 제 2 불연속면은 metamorphjc 

complex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 들 각각의 심도분포는 1.6km , 5.8km 및 

16.lkm를 보여 주고 있다. 

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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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wo- dimentional power spectrum of the Bouguer gravity anom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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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L 결 제 5 장 

l. 1997년부터 1998년까지 1:25만 안동도폭에 대한 중력탐사 수행은 도폭 (1 :25만) 

즈
 
「내 1 :5만 도폭 28 개 중 18개 도폭에 대하여 행하였다. 

1997년 : 울진， 예안， 영양， 병곡， 길안， 청송， 영덕， 화북， 기계， 포항 등 107~ 도폭. 

1998년 : 소천， 춘양， 영주， 단양， 예천， 안계， 안동， 의성 등 8 개 도폭에 

대하여 중력을 측정하였으며 중력측정 밀도는 1점/4km2 정도이다. 

2. 1997 - 1998년도에 관측된 중력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중력이상도에 대한 해 

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및 지질구조에 분포하고 있는 암석 특성은 주로 천부에 2- l. 부우게 중력이상의 

부우게 중력이상의 방향성은 대체로 북동 남서방향， 북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관도는 

측점고도 효과 이외 

측점고도와의 

북동-남남서를 보여주고 있다. 

중력변화에 있어서， 프리에어 

주고있다. 따라서， 중력자료 해석에 있어서 

의 요인(지표지질， 지구내부암석)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중력값과 역의 

0.331016을 보여 

효ε 
'-2- 2. 

연구대상지역은 파워스펙트럼분석 결과， 3 개의 밀도 불연속변이 

하며， 각각의 평균심도는 16.1 km, 5.8 km 및 l.6 km 정도이다. 이들은 콘라드면， 

metamorphic complex 및 퇴 적 암층의 평 균심 도를 의 미 하는 것 으로 판단되 나 좀더 

존재 2- 3. 본 

얻은 자료들과 연관하여 해 정확한 규명을 위하여서는 다른 물리탐사방법에 의해 

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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