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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이번 연구에서는 광주 1:25만 지형도를 기준으로 광주도폭의 반에 해당하는 지역 

으로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특히 지열은 화강암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지역내의 화강암류에 대해 열생산 요소인 방사능 동위원소(U， Th, K) 및 열전 

달 요소인 열전도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기조사자료를 수집하여 조사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열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암석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에서 열전도 

도 측정은 QTM(Quick Thermal conductivity Meter)을 이용하였으며 ， 방사성 동위 

원소 분석은 NAA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지역내의 화강암류는 쥬라기 화강암과 엽리상 화강암류가 주로 분포하고 있 

어 이에대한 지열 특성을 알아 보았다. 열전도도의 차이를 보면 쥬라기 화강암은 

2.76 W/mK, 엽리상 화강암은 2.78 W/mK로써 화강암의 암상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화강암류 전체의 열전도도 값이 평균 2.53 

W/mK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전역이 일정한 지열 

류량을 보인다고 가정했을 때 조사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온경사를 갖을 것으로 

보았다 역시 조사지역의 심부 시추공의 온도검층결과를 볼 때 23.47 oC/km으로 

우리나라 평균 지온경사 25.59 oC/km보다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열전도도와 지온 

경사를 이용한 지열류량 값을 구해보면 조사지역은 46 - 87 mW/ m2 범위로 나타났 

다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결과 조사지역의 쥬라기 화강암과 엽리상 화강암의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쥬라기 등립질화강암은 U 4.58-4.80(ppm) , Th 15.73-

19.13(ppm), K 3.31-4.12(wt%)의 함량을 보였으며， 엽리상 화강암은 U 

1.83(ppm) , Th 14.71(ppm) , K 5 .05(wt%)으로 엽 리 상 화강암이 K를 많이 함유하 

고 있으나 U, Th는 쥬라기 등립질 화강암보다 낮은 편이다. 열생산량을 비교하 

면 쥬라기 등립질 화강암이 2.58-2.945 μW/m3 엽리상화강암이 1.96μW/m3으로 

쥬라기 등립질 화강암류가 높은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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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조사지역 화강암류의 지열적 특성을 연구한 결과 화강암의 암상별 

차이는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에는 확실하게 차이가 났으나 열전도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생성 시대별 화강암류의 지열적 특성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화강암 분포에 따른 지열적 특성을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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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port is resulted from the study focused on the regiona1 exploration for 

geothermal resources in the area of the northwestem ha1f of the Gwangju sheet 

of 1:250,000, in 1998. Genera11y geotherma1 resources, i.e. mostly hot springs, in 

Korean Peninsula are closely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f granitoids, because of 

radiogenic heat accumulated in the granitic rocks. 

Accordingly radiogenic element(U, Th, and K) abundance and therma1 

conductivity of the granitic rocks are determined by NAA(Neutron Activation 

Ana1ysis) method and QTM(Quick Thermal Conductivity Meter) , respectively. 

The uranium, thorium and potasium content, in the Namwon 

granites(non- foliated biotite granites) of the Jurassic ranges 2.14- 6.23 ppm(mean 

4.58ppm) , 6.62- 28.9 ppm(mean; 15.73ppm), 2.88- 3.91%(mean 3.31%) , and 

those in foliated bi야ite granites of the Jurassic ranges 0.80- 7.82 ppm(mean 

1. 83ppm), 8- 50.8 ppm(mean 14.71ppm) and 2.05- 7.20%(mean 5.05ppm), 

respectively. And uranium, thorium and potasium content in the Jurassic 

granites of the Jeonju- Buan 따ea range 1.53- 11.2Oppm(mean 4.8ppm)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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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O.8- 39.5ppm(mean ; 19. 13ppm) , and 3.43- 5.05%(mean ; 4.12%), respectively. 

Consequently, the heat production rate is the highest in the granites of the 

]eonju- Buan 따ea (2.94 μ W /m\ and lowest in the foliated granite of the 

]urassic( l.96 μ W/m3). However, regardless of the rock type, the geothermal 

conductivity of the granites shows a range of 2.76- 2.78 W/ mK with little 

difference. These values are a little higher than average of those in Korea. 

In the light of the heat production rate, the ]eonju- Buan granites show some 

possibilities to prospect geotherma1 resources, but the study area appears to 

display comparatively low geotherma1 gradient in comparison with other areas, 

if there would keep average heat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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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르르 
"L-

지금까지는 地熱資폈(溫폈)탐사를 위해 오래 전부터 온천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地名 등에서 온천과 관련이 있다고 口傳되어 오던 곳을 대상으로 직접 시추하여 탐 

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究機關(한국자원연구소)에 의뢰해서 물리탐사와 지화학 

탐사를 거친 다음에 시추하여 확인하는 탐사법을 사용해 왔다. 

한국자원연구소는 1995년 이전에는 국내 유일의 온천탐사 지정기관으로 되어 있 

어서， 그 동안 지구물리탐사 및 시추탐사를 실시하여 약 數 !一餘個 지역에 대한 온 

천탐사 사업을 하였고， 지 하 심부에 대한 상당한 자료도 축적하였으나， 과학적인 자 

료에 의한 전국 규모의 탐사， 즉 지열유량 및 열생산률 분포에 관한 자료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국적인 규모의 과학적 이고도 객관적인 지열 분포를 파 

악하기 위하여 97년도 지열자원조사연구부터 지구물리학적 및 지화학적 지열 조사 

를 실시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지하 심부에 관한 지구물리적인 

연구는 거의 못하고 지표에 분포하는 암석을 대상으로 연구한 바 있다. 금년 (1998 

년)부터는 지열자원 조사연구를 1: 25만 지형도별로 하기로 하고， 금년에는 광주도 

폭의 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의 지열은 화강암의 분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 

금까지의 많은 연구로 확인되었으므로， 화강암 분포지역을 대상으로 정했다. 화강 

암류에는 핵붕괴로 열을 생산하는 방사성 동위원소(U， Th, 40K)의 함량이 다른 암 

석들 보다 많다 따라서 이들 원소의 핵붕괴로 생산된 열이 지각내에 어느 정도 

그리고 어디에 축적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 이 지열탐사의 첫 번째 관건 

이다-

이번 조사지역은 경기육괴내의 쥬라기 화강암인 흑운모 화강암과 엽리상 화강암 

이 북동 남서 방향으로 넓게 대상 분포하는 지역으로서， 소위 익산 전주→김제 -정읍 

고창-영광 등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그림 1). 따라서 암상별(화강암， 엽리상화강 

암) 방사성 동위원소 함량을 측정하여 열산생률을 산출하고， 熱셉導많 測定， 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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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공의 溫度檢層에 의한 지온경사를 산출하여 지열류량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또한 열생산률 분포와 지열류량 분포의 대비를 통하여 조사지역의 열적 특성을 규 

명하고자 하였다. 

1 
! 
4 

1 
i 



제 2 장. 조사지역의 지잘개요 

조사지역은 모두 1: 50,000 지형도 187B 도폭( 군산， 이리， 삼례， 용담， 부안， 김제， 

전주， 진안， 출포， 정읍， 갈담， 고창， 법성포， 신흥， 가음도， 영광， 망운， 나주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면적은 약 10,000 km2 정도이다. 조사지역에 분포하는 암석을 

오래된 순서로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선캠브리아기의 변성퇴적암 (설옥리층)> 

선캠브리아기의 변성퇴적암은 조사지역의 서북부(군산시 일원)에 아주 소규모로 

분포하고， 도처에서 석회암층과 규암층을 협재하며 다시 서천 화강편마암류에 의해 

관입된다. 이 변성퇴적암은 변성작용을 받아서， 안구상 화강편마암과 편암 등으로 

되었다. 이 안구상 편마암의 반상변정은 대개 크기가 2-3cm인 알칼리 장석으로 

되어 있고， 주성분 광물은 석영， 장석， 흑운모 등이고， 부성분광물은 석류석， 규선 

석， 백운모， 녹니석， 질콘과 불투명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편암은 대부분 운모 편암이며， 석영 편암과 각섬석 편암도 협재한다. 

이 들 편암과 앞서 기술한 편마암의 경계는 확실치 않으나， 곳에 따라서는 점 이 적 이 

다. 

<선캠브리아기의 화강편마암> 

이 화강편마암은 1:250ρ00 대전도폭의 웹川서부터 연장되어 群山市와 益山市 일 

대에 소규모로 분포한다. 이 화강편마암은 화성기원의 편마암으로서 앞서 기술한 

설옥리층을 관입하였으며， 주구성광물은 석영， 사장석， 알칼리장석， 흑운모 등이 고， 

부성분광물은 질콘， 인회석， 불투명광물 등이다 

<고생 대 옥천층군> 

조사지역 에 분포하는 고생대 옥천층군은 삼례， 전주， 갈담， 고창， 신흥， 가음도， 영 

- 12 -



광， 망운 등 도폭에 NE- SW 방향으로 길게 신장되어 아주 소규모로 분포하며， 대 

개는 쥬라기 화강암류에 의해 관입되어 그 분포가 갑자기 소멸한다. 

<쥬라기 화강암류> 

조사지역에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화강암류는 대개 쥬라기의 花關閒綠岩에 

속하나， 그 중에는 일부 소규모의 짧構岩， 閒綠岩， 花關岩， 알칼리장석 花關岩 등이 

있으며， 앞서 기술한 기존의 선캠브리아기 변성퇴적암과 화강편마암， 그리고 고생대 

의 옥천층군 등을 트라이아스기말 또는 쥬라기 초기에 관입하였다. 또 決川播曲帶

와 접하는 靈光-井둠-全州 일대에서는 쥬라기 末期의 심한 평斷作用으로 전단대가 

만들어졌으며， 이 전단대 안에 분포하는 화강암류는 엽리상 화강암류로 변해 있다. 

이들 화강암류는 대개 등립상 중립 조립질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세립질인 것도 

있으며， 이들 화강암류의 주구성광물은 석영 +사장석+알칼리장석+흑운모±각섬석±백 

운모 등이고， 부성분광물은 질콘+인회석+불투명광물±스핀±석류석 등이다. 

<백악기 화산암류> 

조사지역 에는 중앙부에 속하는 부안， 출포， 고창， 법성포， 가음도， 영광， 갈담， 신 

흥， 나주 등 지역에 비교적 큰 규모로 백악기 화산암이 분포되어 있다. 이 들 화산 

암은 대개 백악기 초기 중기에 분출한 염기성 또는 중성의 화산암류와 중기 말기 

에 분출한 산성 화산암류로 구분할 수 있다 

염기성 또는 중성의 화산암류는 대개 적색 또는 녹색의 현무암질 안산암 또는 안 

산암질암으로서， 전주， 갈담， 순창， 신흥， 나주 등 도폭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산 

성 화산암류는 담회색 또는 담갈색의 유문암질 응회류로서 부안， 출포， 신흥， 갈담， 

정읍， 가음도， 법성포， 영광， 나주 등 도폭에 분포한다. 

<백악기 화강암류> 

백악기 화강암은 용담지역의 雲長山일대， 光州市의 동부 無等山 하부 일대에 아 

주 소규모로 분포한다. 대개는 등립상 세립질로서 우백질의 알칼리장석 화강암이 

” u 



고， 주성분광물은 석영+알칼리장석+흑운모 등이고， 부성분광물은 질콘+인회석+불투 

명 광물 등이 다. 이 들 알칼리 장석 화강암은 미 아로울리 틱 組織(miarolitic texture)를 

보여주는 것이 특정이며， 미아로울氣孔(miarolitic cavity)에는 自形의 석영， 방해석， 

형석 등의 광물이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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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범 위 와 방법 

제 1 절. 연구의 범위 

이 연구에서는 쥬라기 화강암을 위주로 방사성 원소(U， Th 때K)의 함량 측정과 

열전도도 측정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였다. 특히 이 지역은 노두의 발달 상태가 좋 

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으나 골재자원 부존 조사 보고서(이동영외 1997)를 통해 산 

림골재 및 석산개발지를 찾아 신선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많發刊된 同位元素地質

짧究 보고서(신성천외 1995)의 자료도 인용하였다. 또한 조사지역의 시추공을 이 

용한 온도검층자료는 한국자원연구소에서 1983년도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온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제 2 절. NAA에 의한 K, U, Th의 분석방법 

1. 원리 

NAA는 시료에 중성자를 照射시켜 試料속의 분석원소를 放射化시키고， 방사화 

된 원소로부터 방출되는 방사능의 세기를 측정하여 해당원소의 함량을 결정하는 

核特性 이용 분석이다. 중성자조사에 의해 생성되는 방사성 핵종의 방사능의 세 

기는 식 3- 1과 같다. 

-‘ 
u 

1 , i 



A=6φηcSD . . .... .. .......... (3- 1) 

A activity of a radioisotope produced 

φ neutron flux (n.cm-2.s-1) at the irradiation position 

6 neutron cross section(barn) of target nuclide 

n number of target nuclide, (NAvowe/M) 

N Avo A vogadro ’ s number 

w weight of element in smple 

e natural abundance of target nuclide 

M atomic mass of target element 

c detection efficiency 

S satutation factor(l - e- H i) 

D decay factor(e - À Tc) 

À decay constant(In2/ T l/2) 

Ti & Tc irradiation & cooling period, respectively 

T 112 Half Life of a Radioisotope 

위의 식 3- 1에서 볼 수 있는 것 처 럼 生成핵종의 방사능의 세기 (Activity)는 g 

的 核種(분석성분)의 수와 중성자의 수에 비례하며， 실험조건(중성자조사， 냉각， 

측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표에서 A(activity)는 표준 放射線源을 이용하여 계측효율( c )이 보정된 감 

마선 계측기 를 이용하여 측정한 감마선 스펙트럼에서 대상 핵종의 방사능(dps 

disintegration per second) 이 고， φ 는(neutron flux at the position of sample 

irradiated in reactor used) 핵 적 자료가 정 확하게 알려 져 있는 flux monitor(Co, 

Au)를 이용하여 계산한 값이다. 또한 S , D는 대상핵종의 중성자 조사조건 및 냉 

각조건에 관련된 인자들이다. 

식 1)로부터 시료 속에 함유된 성분의 무게 (w)를 아래 식 3-2와 같이 나타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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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ηM w= ，， ~.m /1 •• ••••••••• • • • ••• (3- 2) 
NA vot’ 

2. 장비 

가.中性子源 

NAA를 이용한 미량성분 분석을 위한 장비중， 중성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자 

로는， 원자력연구소에 있는 HANARO를 이용하였다. NAA에 사용될 중성자 조 

사공은 자동 2종 및 반자동 1종의 3종류로서 자동 1종은 카드륨이 실험공 내벽에 

부착된 ENAA (Epitherrnal NAA)용 이 고 자동 l종과 반자동은 고순도의 알루미 늄 

관으로 제작되어 있다. 

나. 고분해능 감마선 검출기 

중성자를 조사시킨 시료 속의 모든 성분이 중성자와 핵반응을 이르키게 되고 

이때 생성된 방사성 핵종의 방사능(activity)은 핵종의 양， 즉 대상성분의 양에 비 

례하게 되는데 NAA에서는 여러 종류의 방사선 중 감마선을 이용한다. 

이 실험에서는 감마선 검출 장비는 HPGe r - ray 검출시스랩으로 intrinsic 

efficiency가 30% , 에너지 분해능이 1.9keV이며 감마 스펙트럼의 분석을 위해서 

는 EG & G사의 Ominigam software를 사용하였다. 각 핵 종마다 특정 에 너 지 의 

감마션을 방출하면서 고유의 반감기 (half life)를 가지고 감쇠되기 때문에， 중성자 

조사후의 경과시간에 따라서 측정하는 핵종이 각각 다르게 된다. 또한 감마선 스 

펙트럼에서 각 에너지(핵종)별 피크면적은 분석오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측정시간은 감마선 스펙트럼을 면밀히 관찰하여 결정해야만 한다 

반감기가 짧은(1시간 미만) 핵종 검출은 원자로 부속건물에 있는 검출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반감기가 비교적 긴(수일 이상) 핵종의 측정은 우리 연구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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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에서 수행하여 동시 분석할 수 있는 성분 수를 극대화시켰다. 

다. 주변 장비 

주변 장바로는 감마선 스펙트럼을 저장하고 연산할 수 있는 PC와 天然、 背景f直

를 보정하기 위해 10 cm두께의 납벽돌로 제작한 차폐함과， 출력 부분인 프린터 

및 플롯터 등이 중요한 장비이다. 그 외에 시 료무게 측정 및 화학적 처리를 위 

한 micro balance, fume hood 및 clean bench 등을 갖추고 있다. 중성 자 照、훌가 

끝난 시료취급을 위한 차폐창도 중요한 장비의 하나이다. 

3. 시료 분석 

가. 시료준비 

시 료를 오븐내에서 100 0C 로 24시간동안 건조하여 수분함량을 측정한 후 분 

석 에 사용하였다. 건조된 시 료는 약 200mg씩 칭 량하여 시 료조사용 PP병 에 

넣고 밀봉하였다. 분석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물질을 같이 준비하 

였다. 상대비교법 (relative method )을 이용하여 함량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시 

료는 K , U , Th 의 공인값으로 되 어 있는 NIST 1633akoal fly ash)를 사용하 

였다. 

나. 중성자조사 및 방사능 계측 

준비된 시료는 자동이송장치를 사용하여 하나로 원자로에서 30분간 조사하 

였다. 조사후 2일간 방사능을 감쇄시킨 후 HPGe 반도체겸출기 (efficiency 

15% , FWHM =2.0keV at 1.33MeV)로 처음에는 칼륨(K)을 위해서 측정하였 

으며， 중성자조사 후 7일 후에 U을 위해서 ， 그리고 15일 후 Th을 위해서 방 

사능 강도를 측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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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함량계산 

가. 상 대 비 교 법 (relative method) 

m=m*붉 (3- 3) 

A PD* ........... (3 - 4) 
A* - P*D 

여기에서 윗첨자 *는 표준시료를 의미한다 m은 성분의 양， P는 pe하<: area, A 

는 activity(dps) , D는 cooling factor이 다. 

중성자 조사한 시료의 1, 2, 3차 계측시에 얻은 r - spectra에서 K는 42K의 1524 

keV , U은 23~p의 277 keV , Th 는 2잃Pa의 311keV r - ray pe삶의 면 적 (area)을 

각각의 activity산출에 이용하였다 

나. 오차의 산출 

NAA에서는 중성자와 핵반응을 이르키는 표적 핵종 핵반웅후의 생성 핵종의 

핵적자료 등에서 생기는 오차， 무게 및 수분함량 등과 같은 실험오차， 그리고 감 

마선 스펙트럼 피크의 넓이 등에서 생기는 피크오차 등 세종류로 구분할 수 있 

다. 핵적자료 오차는 핵종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인값을 사용하 

고， 실험오차는 INAA에서는 1%미만으로 무시 가능하다. 그러나 피크오차의 경우 

에는 실험조건 혹은 방해핵종의 유무에 따라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실제 함량 

계산 과정에서는 핵적 오차와 피크오차들은 잘 알려져 있는 오차전달식에 의해서 

계산하게 된다. 피크오차만을 서술하면 방사성 핵종의 붕괴와 측정은 통계법칙 에 

따르게 되므로 계측 수에 대한 통계오차는 식 3-5로 표현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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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 .fN .. ... . .... . ... (3 - 5 ) 

여기에서， N은 계측수로서， 2단계의 계측수행으로 얻어진다 즉 전체 계측수에 

서 배경치를 빼 준 다음의 값이다. 

A s= A - A b ... ... ... . (3- 6) 

여기에서 As 는 실제시료의 계측수이고 A는 전체 계측수 그리고 Ab는 시료가 

없는 배경치이며， Counting error A s 의 오차는 아래와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s=Ý흉주곳b or (J깐={휴주갱 ........... . (3- 7) 

여기에서， 첨자 T와 b는 각각 총량( totaD 및 배경치이다. 

따라서 피크면적의 전체 표준편차는 배경치를 고려하여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 

다 

F , = [ 쫓l%c +( (C2-Fl-l)2 + (C4링3 1)2 )( C3 -￡2- 1 )2] l/2 (3 8) 

여기에서， Fp는 알짜피크 면적 ， Cl.2, 및 C3.4는 피크좌우의 channel nurnber이며， 

B ,= 활c， Br= 황c 로 각각 피크 좌우의 배경치이다 

제 3 절. 열전도도 측정 및 자료처리 

전도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QTM(Quick Thenna1 conductivity Meter)의 검교정을 

하였고， 기기의 Heater Line의 저항에 따른 열전대의 열전달 능력， 석면지의 열전도 

도 변화에 따른 상수 보정을 표준판(Standard reference plate)을 이용하여 여러 실 

험을 거쳐 실험 에 적합하도록 검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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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Arcinfo SηV와 Surfer S!W를 이용하여 모든 자료를 Digital화 하였으며， 

시료채취 위치 및 온도검층 위치， 암석의 열생산량， 암석의 열전도도， 지온경사 분 

포 및 지열류량 등의 분포를 圖面化하였다. 이러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각 암체 

별 특성을 대비해 보았으며 열생산량과 지열류량의 상관관계를 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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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지열의 이론적 고찰 

열은 전도， 대류， 복사의 방식으로 이동한다. 지구에서 발생하는 지열은 대부분 

열전도의 형태로 전달된다. 이러한 지열 전달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대륙의 지각이 

나 암권의 지열 모델을 통해서 지열이 지표면에 전달되는 열전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대륙지각 표면의 암석들은 해양지각보다 상당히 많은 동위원소를 함유하고 있다. 

지표면의 암석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화강암의 경우에 열생산량은 

H c= 9.6 X 10 - 10 W Kg- 1 이며 (Turcotte， 1982) , 두께 hc = 35 krn, 밀도 PC = 2700 

kg m-3 라 하고， qc= p fich c 식에 의하면， 지열량은 qc = 91 mW/ m2 이다. 그러 

나 이 값은 대륙의 표면 지열류량 평균값인 56.5 mW/ m2 보다 훨씬 크다. 이로 미 

루어 볼 때， 결론적으로 대륙지각에서는 심도가 깊어질수록 방사성 동위원소 함량 

이 줄어듬을 의미한다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한 열생산량을 가정해 보면 

H= H s e-y/hr - - - - - - - - - - - - - - - - - - - - (4- 1) 

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여기서 H s 는 지표면(y=이에서의 단위 질량당 방사성 동위 

원소 열생산율이고， hr 은 심도에 따라 감소하는 H에 대한 길이 단위이다. 여기서 

지표에서의 깊이를 y=hr , H=l/ e 라고 하면 에너지保存法則에 의하여 대륙 지각의 

온도분포 변형식으로 바꾸면， 

d2T , - y/h 
O=kU， ~ +pHs e - Yf Tl

' •••••••••••••••••• (4- 2) 
ay 

이다. 깊은 심도에서의 지열류량 qm이 지표까지 열량을 전달한다고 가정하면， q→ 

qm, Y→∞ 이다. 대륙지각에서의 열생산율 모델을 그리면 그림 2와 같다 윗 식 

을 적분하면 

dT -y/h 
Cl=단교- p H shr e r= -q- pHsL e -y/hr--- -- - --(4 3) 

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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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륙지각에서의 방사성 동위원소 열생산율 모댈 

여기서 적분상수 Cl은 상당한 깊이의 맨틀에서의 열유동량(heat flux)에 대한 경계 

조건으로부터 결정할 수 있다. 즉， Cl=qm 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갚이에서의 열유동량(heat flux)은 

q= - qm- p H sh r e y/ h r - - - - - - - - - - - - - - - - - - - - (4 4) 

윗식에 의하여 지표면에서의 지열류량 qs=- q (y =O) 이므로 

qs=qm- p H sh r •••••••••••••••••••••••••••• (4- 5) 

즉， 심도에 따라 지수함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한 지표면의 

지열류량과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한 熱生옳率 間에는 직선형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 

다. 정상적인 지열류량을 가진 지역 에서는 일반적으로 1/2이 맨틀로부터의 열전달 

을 받으며， 1/2이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한 것이다. 

’ 3 1 
4 



제 1 절. 맨틀로부터 의 지 열류량 전달관계 

지구는 핵， 맨틀，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열학은 지구내부의 열이 지각을 통 

해서 지표면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구형 체 

(spherical shelD의 내부에서 구형 표면으로의 熱{떻達 관계를 생각하여야 한다. 

F==우J 
p , H r 

서 i• 
\ \ 

/ r 

4 

그림 3. 구형 체 내부 열이 표변으로 열 방출되는 모식도 

열의 전도가 구상 대칭형이라는 가정 하에 두께가 6r 내 경 이 r인 구형체(그림 3) 

의 외부공간(outer space)을 통하여 방출되는 열의 총량은 

4π( γ+ δγ) 2q rC r+ δγ) . . ..... . ..... ... . . . .. .. . (4- 6) 

으로 표현되며 ， 내 부공간Cinner space)에서 shell의 안쪽으로 유입되는 열의 총량은 

4π2q rC γ) . ... . . . ... . ........... . . . . . ... .. . . . . (4- 7) 

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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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식에서 heat flux (q)의 아래첨자 r 은 열의 흐름이 방사형이라는 것을 의미 

한다 shell의 두께 ór은 내경 r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q rC r+ δr)을 Taylor 

급수로 전개하면 

qrC γ+ δγ) = q rC γ)+ δγ짧 + .•. (4- 8) 

따라서 ór의 거듭제곱은 무시할 수 있으므로 구형체 (spherical shelD로부터 방출 

되는 순수 지열류량은 

4π [ (r+ δγ)2 qr( r+ òγ)- 써( γ)] =4 πμ ( ~_ qr+ 몫 )δr .... '(4- 9) 
’ γ (ιy 

으로 표현펼 수 있다. 만약 구형체로부터 방출되는 수수 지열류량이 0이 아니라면 

정류상태(steady-state)에서의 에너지保全法則에 의하여 동일한 양의 지열류량이 구 

형체안에 공급되어져야 한다. 

구형체내에서 발생하는 총 열생산률을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4π?pHòγ ••••••••.•...•.••.•... '(4- 10) 

윗 식에서 H는 단위 質量當 발생하는 熱生옳量이며 4π?껴8γ은 구형체 부피의 

근사치이다. 

식 4-10으로부터 열생산률과 구형체로부터 방출되는 순수 지열류량에 대한 관계 

식은 

dqr , 2q 
~-~ +~ζ pH .......................... (4- 11) 
ar γ 

이다. 또한 위의 熱平衝 방정식 4-11은 방사형 열량 qr와 방사형 지옹경사 

dT/dγ 간의 온도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다 Fourier 법칙을 구형 Cspherical) 기하 

학을 적용시키면， 

, dT 
qr = - k-- ------ - -- - -- -- - - - - -- - -- -- -- -- --(4- 12) ,. dγ 

윗식을 식 4-11에 대입하면， 

- 25 -



2 T I 2 dT O=kCd"~ + ~_ u.J~_ )+pH ........ .. .... .. (4- 13) 
d? I r dγ 

0 = k-L 」강 C? d] )+ pH ..... . ............ . (4- 14) ? dγ dr 

r1:즈:=.. 
J- ，一

0.4 

(
i띤 N
m工
ι
)~ 
(
。
뉴
l뉴
)
 

0.2 

1.0 0.8 0.4 0.6 
r/a 

0.2 
0.0 

0.0 

그림 4. 정류상태 (steady-state)에서 내부 열원을 가지고 있는 구형체의 

온도 분포 관계 곡선 

식4-14을 2번 적분하면 정류상태에서 내부 열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구변체 또는 

구면체 외피의 온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_.12互 f + fL + -----------------------(4 l5) 6k r γ C2 

예를 들어 반경 a~ 구면 c1, c2는 어떤 특정한 경계조건하에서 적분 상수이다. 

체의 열 분포가 균일한 내부 열생산율을 가지고 있다면 경계조건은 구면체 외부 표 

구면체 중심의 온도를 한정하기 위해서 Cl 0, 그러므로 구 면의 온도는 T。 이다. 

면체 표변에서 온도 경계조건을 만족하기 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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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뀔E 2 = 1'0 + e6~k ................. ... .. (4- 16) 

로 표현할 수 있다. 

즉， 구변체의 온도는 다음 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 

T= T n+ 죄묘 ( a2 - ?) .................... (4- 17) 
U 十 6k 

식 4-18로부터 반경 r=a 인 구면체 표면의 Heat Flux (q 5)는 

qs= 웅 pHa ......................... (4- 18) 

윗식은 에너지 보전법칙을 만족하는 球面體 내부 열생산량에 의한 표면에 전달된 

열류량이다. 정류상태에서의 球形體 온도분포는 그림 4와 같다. 

제 2 절.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한 열생산 

지표면에서 열 방출의 일부분은 지질시대를 거친 지구의 냉각화에 기인하기도 하 

나， 방출되는 열의 상당 부분은 지구내부의 방사성 원소인 우라늄， 토륨， 그리고 칼 

륨의 붕괴에 의하여 생성된 열이다 

지구내부에 방사성 원소가 집적할 수 있는 최대 한계치는 지표면의 열 방출이 모 

두 방사성 동위원소의 열생산에 기인한다고 가정하여 아래 식을 유도할 수 있다. 

이때 단위 매질 H에서 평균 열생산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H= 옮 (4- 19) 

만일 여 기 서 지 구의 무게 (M = 5.97 x lO~g) ， Q = 3.55 X 1013 W (8.5 X 1012 

cal s - 1)를 대입하면， H = 595 x 1O l2 W kg1 (142 x lOl5 cal gl S l 이 될 것이 

다. 그러나 지구화학적 연구에 의하면 지구의 핵은 이 정도의 열생산 원소를 갖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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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 경우 식 4- 19에서 매질은 지구의 전체 무게가 아니라 

맨틀의 무게로 대신하여야 하며， M = 4.0 X 1024 kg 그리고 H = 8.88 X 10-12 W 

kg- 1 (2 .13 X 10-15 cal g - 1 S -I)가 된 다. 

그런데 맨틀의 열생산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지각에 의한 열생산량을 감해주어 

야 한다. 그러므로 맨틀에 맞는 H 값에서 더 감해야 할 것이 다. 대륙지각에서 

일어나는 평균 열류량(heat f1UX)을 56.5 mW m-2 (1.35 hfu)로 평가한다변， 맨틀로 

부터 의 값은 33.5 mW m-2 (0.80 hfu) 이 며 , 대륙지 각으로부터 의 값은 23 mW m-2 

(0.55 hfu) 이다. 지각으로부터 기인한 이 값은 전체 지표 열류량값의 13%에 해당 

하는 값으로 전체 열류량값으로는 4.6 X 1012 W이다. 이 값으로 맨틀 열생산을 제 

하면 H = 7.73 X 10-12 W kg- 1이 된다. 

현재 지표면 열흐름의 극히 일부분만이 맨틀에 존재하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안정한 동위원소로 붕괴되므로 방 

사성 붕괴에 의한 열생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 예를 들면 ， 30억년전의 

열생산은 현재의 값보다 약 두 배에 해당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구에서 생산 

되는 열이 적어짐에 따라 지표로의 열대류도 작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맨틀대류시스템의 활성도는 지구의 연령에 따라 감소할 수밖에 없다. 

대류의 세기는 점도(點度)의 종속함수로서 맨틀의 점도는 온도에 매우 민감한 함수 

이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열유동의 감소는 평균 맨틀온도의 감소로 이어진다. 

최종적으로 지구의 냉각화에 따라 지표면 열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준 

다. 따라서 현재 지각내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에 의한 기여도는 약 80%이며， 

20%는 지구 냉각화로부터 유래한다. 결과적으로 현재 상태의 맨틀의 열생산량을 

줄여 H = 6.18 X 10-12 W kg - ) (1.48 X 10• 15 ca1 g l S l)으로 정 한다. 

맨틀과 지각의 방사성원소에 의한 열량은 짧U와 g8U, 232Th, 그리고 40K으로부터 

유래한다. 이들 동위원소의 열생산 비 (比)와 반감기 ( T )，f )는 표 4-2와 같다. 현재 

천연상태의 우라늄은 무게비로 2쩍]이 99.27%, 짧U이 0.72%이며， 천연상태의 토륨 

은 모두 232Th으로 되어있다. 천연상태의 칼륨은 0.0128%무게비만이 40K이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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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천연의 우라늄과 토륨의 열생산비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칼륨과 우라늄 그리고 우라늄과 토륨의 비는 岩石내에서 광범위하게 볼 때 거의 

일정하다. 이같이 관측된 비에 근거하여， CoK, COTh, CoU 이 각각 킬륨， 토륨， 그리 

고 우라늄의 질 량 농도라면 CoK/ COU 104 그리 고 COTh/ COU 10이 성 립 한다. 그 

러므로 현재의 열생산량 Ho는 각개의 방사성 원소의 열생산비로서 표시된다. 

C[h __ '1'1. c{f 
Ho = cf ( HU + -암 H Th + ':맘 H K ) .......... (4- 20) Cö -- . Có 

여기에 위에서 구한 Ho = 618 x lO l2 W kg-l 의 값과 표 1에서 COU 2.57 x 

10• 8 kg kg 1 혹은 25.7 ppb의 값을 얻을 수 있다. 이 같은 열생산 원소들의 맨틀 

평균 농도의 사용값들도 표 1에서 구할 수 있다. 

표 1. 지구 내부의 주요 방사성 동위원소의 열생산율과 반감기 

H H r 1/2 Concentration C 
Isotope 

(W kg-1) Ccal g S -1) (yr) (kg kg -1) 

~jl)u 9.37 X 10-;:' 2.24 X 10-δ 4.47 x 10닝 25.5 x 10-~ 

ιj~u 5.69 X 10-4 1.36 X 10-1 7.04 X lOð 0.185 x 10-~ 

U 9.71 x 1O-~ 2.32 x 10-δ 25.7 X 10-닝 

ι3ιTh 2.69 x 1O-~ 6.44 x 10-~ 1.40 X 1010 103 x 1O-~ 

4UK 2.79 X 10-;:' 6.68 x 1O-~ 1.25 X 10닝 32.9 x 1O-~ 

K 3.58 X 1O-~ 8.55 X 1O-1j 25.7 x 10-~ 

과거 맨틀의 평균 열생산률은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여 현재의 열생산률 

과 관련시킬수 있다고 하였다. 현재 시간으로부터 과거로 일정 시간 t가 지난 후 

에 방사성 동위원소의 농도 C는 과거의 최초농도 @와 관련이 있으며，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r 일 때， 

tln2 C = Cn exp ( HHc"') ••••••••••••••••••••••••••••••• (4- 21)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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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n2 H= 0.9927 C없U exp(-챔 ) 
r 

tln2 c f H Ug5 exp ( -챔 ) 
r 

그러므로 과거 맨틀의 평균 열생산률은 다음과 같다. 

. .. (4 -22) 

+ 0.0072 

tln2 c JhHThexp (-굽 ) 
r 

4 "K TTJ<"O / tln2 十 1.28 x 10 - Ij C~H1i. - - exp(~) 
r 

+ 

열생산률을 그림 5와 같이， 현재 의한 맨틀 평균 표 l의 상수값들과 식 4-22에 

함수로 표시하였으며 각 개의 방사성 원소들의 과거 기여도도 마찬가 이전 시간의 

열생산률은 현재의 값과 비교해 볼 때 약 두 배였음 30억 년전의 지로 표시하였다. 

열은 주로 238U과 232Th로부터 생산되 나， 먼 과거에는 

반감기가 짧은 쟁U과 40K가 주요 열생산 동위원소였음을 알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을 알 수 있다. 

생산하는 동위원소의 농도는 천차만별이다. 

표 2에 는 몇몇 대표적인 값들을 예시하였으며， 표 1에 는 맨틀값들도 포함하였다. 

맨틀이 함유되어 있던 우라늄， 토륨， 그리고 

부분용융작용으로 

여으 
E프 E프 분포하는 암석중에서 지표변에 

비 조화원 소(incompatible 칼륨같은 

부분용융체내에 

농집 되어 나타나는데 해양지각내의 이들 원소의 함량은 맨틀에서 보다 약 4배 정 

도 높은 값을 보인다. 이렇게 비조화원소의 감소가 일어난 감람암(peridotite) 이 간 

혹 지표변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비조화원소가 감소한 감람암의 열생산 원소들의 

현무암질 형성된 인해 해령에서의 elements)은 

낮은 농도의 예를 표 2에 실었다. 예를 들면 해구와 관련된 화산활동과 같은 대륙 

지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의하여 비조화원소들의 

암석에서 

화강암과 

역시 상당히 다양하냐， 

분화가 더욱 가속된다. 

즈ε7J 
。l=s열생산 원소들의 같은 전형적인 대륙지각의 

일반적으로 툴레아이트질 현무암(tholeiitic basalts)에서 보다 10배이상 크다. 

운석중 콘드라이트류(chondritic class)는 초기 맨틀 물질로 간주할 수 있으며， 콘 

우라 표시 한 바와 같다. 열생산 원소의 평균 농도는 표 2에 드라이트질 운석내의 

많다. 양은 약 3배 칼륨의 적고 양보다 약 2배 늄과 토륨의 

CoK/COU비의 차이가 약 6배를 보이는 

맨틀의 평균 도
 

노
 
。

방사성 운석간의 

함량에서 보이는 근본적 인 차이를 알 수 있다(Turcott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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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틀과 콘드라이트질 은
 

거
 

<

동위원소의 



운석들의 평균 농도 

。nLλ- 41 
함량 

U(ppm) Th(ppm) K(wt%) 

감소하지 않은 맨틀 기준 0.026 0.103 0.026 

감소한 감람암 0.012 0.035 0.004 

Tholeiitic basalt 0.1 0.35 0.2 

화강암 4 17 3.2 

콘드리틱 운석 0.013 0.04 0.078 

1 1Ll 

열생산 원소 대표 농도와 콘드리틱 표 2. 암석의 

Total 

!μ!...----→------→ 

(←
’오
 르
:
’g
)
I
 

잉' Th 

4 2 
t( 1 09yr) 

O 
O 

열생산율 맨틀 평균 

1 
I i 「J 

동위원소의 시간에 따른 방사성 그림 5. 



제 5 장. 조사지역의 지열 특성 연구 

제 1 절. 표
 

전
 

여
 

E 

1. 암석시료 채취 

열전도도를 측정한 시료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측정한 시료와 같은 것이 며， 주변 

에 노두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지역 에서는 산림골재장 또는 석재개발현장을 찾아 

시료를 채취하였다. 시료 크기는 열전도도 측정기인 QTM (Quick Thermal 

conductivity Meter)기기에 알맞는， 50mrn x lOOmrn x 50mrn 크기로 절단할 수 

충분한 크기의 시료를 현장에서 채취하였다. 

。1 느二 
λA'-一

2. 열전도도 측정 

QTM기기는 Box Probe법에 따른 열전도도 측정기 이다 Box Probe법의 측정 

원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열전도도를 이미 알고 있으며 단열성이 높은 석면 

의 표변에 ， 옹도에 따른 저항변화율이 작은 constantan(Cu 55% , Ni 45%) 가열선을 

부착시키고 이 가열선의 온도상승을 Chromel Alumel thermocouple로 측정하는 것 

이다. 즉， 무한히 큰 2종류의 물질(한편은 완전 단열재)이 평면을 경계로 접촉할 

때 ， 그 중심에 가늘고 긴 열선을 직선상으로 팽팽히 배열하고 단위시간과 단위길이 

마다 일정 발열량 q가 흐를 때 일정한 거리에 있는 thermocouple의 온도를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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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사지역 암석 시료의 열전도도 측정 결과 
ID Sample Thermal conductivity(W/mK) 

No. Locat i on 1 차 2차 3차 4차 5차 6차 

98-1 옥녀봉 3.26 3.93 2.95 3.12 2.97 2.82 
98-2 고려석산 2.70 3.52 2.58 2.59 2.57 2.67 
98-3 심포1 3.11 4.12 3.12 3.17 3.12 3.11 
98-4 심포2 3.28 3.26 2.38 2.44 2.47 2.59 
98-5 김제석산 3.01 3.95 2.82 3.07 2.79 2.72 
98-6 부안(쌍용) 2.82 2.79 2.95 2.82 2.80 3. 43 
98-7 석불 3.12 2.66 2.64 2.82 2.58 2.58 
98-8 부안시내 2.60 2. 46 2.82 2.51 2.45 2.48 
98-9 부안(광명) 2.56 2.80 2.80 2.63 2.42 2.54 
98-10 부안(산돌) 2.93 2.85 3.23 2.80 2.75 2.87 
98-11 부안(주산2) 2.79 2.65 2.73 2 .72 2.68 2.86 
98-12 부안(동우산업) 3.04 2.82 3.77 2.85 2.76 3.37 
98-13 정읍(만수) 2.80 2.55 3.07 2.59 2.52 3.00 
98-14 정읍(동성) 2.48 2.59 3.84 2.72 2.66 3.24 
98-15 정읍(부전 11 ) 2.60 2.62 2.61 2.68 2.61 2.64 
98-16 정읍(부전 12) 1.88 2.53 2.51 2.48 2.52 2.57 
98-17 정읍(부전 13) 3.05 2.83 2.89 2.92 2.95 3.44 
98-18 고창(성보산업) 2.81 2.74 2.74 2.80 2.76 2.71 
98-19 고창(석천산업 1 ) 2.58 2.56 2.62 3.53 2.59 2.63 
98-20 고창(신흥) 1.52 2.54 2.71 2.61 2.60 2.97 
98-21 고창(건양) 2.81 2.80 2.83 2.82 2.83 2.83 
98-22 고창(석정온천1) 3.17 3.20 3.21 3.12 3.21 3.15 
98-23 고창( 석정 2) 3.15 3.02 2.98 3.15 2.97 3 ‘ 09 
98-24 고창(세영) 2.68 2.49 2.46 2.49 2.62 2.52 
98-25 고장( 백제) 2.72 2.61 3 .02 2.66 2.73 2.63 

Rock 
7차 Trimmean type 
3.14 3.09 화강암 

2.61 2.63 화강암 

3. 08 3.13 화강암 

2.56 2.66 화강암 

2.96 2.93 화강암 

2.83 2.84 화강암 

2.57 2.66 화강암 

2.47 2.50 화강암 

3.48 2.67 화강암 

2.80 2.85 화강암 

3.53 2.75 화강암 

3 .46 3.11 화강암 

2.93 2.77 화강암 

3.73 2.99 화강암 

3.15 2.63 엽리상화강암 

2.60 2.52 엽리상화강암 

3.59 3.05 엽리상화강암 

3.04 2.77 화강암 

3.28 2.74 화강암 

3.14 2.69 화강암 

3.32 2.83 화강암 

3.23 3.19 엽리상화강암 

2.83 3.05 엽리상화강암 

2.47 2.52 엽리상화강암 

2.45 2.67 엽리상화강암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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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continue) 

고창 

구룡절교 

98-28 담양( 용산) 

98-29 광주(삼동흥산) 
98-30 순장(오성) 
98-31 곡성 (화성) 

98-32 괴티재 
98-33 간전(대광) 
98-34 뱀재 
98-35 범석터널 
98-36 남원(상귀) 
98-37 남원 17 

98-38 남원( 효기) 
98-39 남원(서동) 
98-40 남원 (보석) 

98-41 남원20 

98-42 남원(승태 ) 

98-43 오수 
98-44 임실(신촌) 
98-45 논산2 

98-46 전묵석산1 

98-47 전북석산2 

3.39 3.29 3.20 
2.93 2.83 2.92 
3.00 2.86 3.26 
2.56 2.45 2.87 
2 .76 2.75 2.89 
2.38 2.26 2.95 
2.09 1 .91 1.92 
2.64 2.52 2.52 
2.71 2.55 2.72 
4.93 3.24 3.44 
2.45 2.21 2.37 
2.98 2.92 2.92 
2.80 2.61 2.65 
2.91 2 ‘ 61 2.97 
2.74 2.35 2.82 
3.84 2.44 2.77 
3.05 2.15 1 .71 
3.34 2.59 2.96 
3.09 2.47 2.89 
2.68 2.58 3.15 
2.51 2.38 2.86 

엽 암 

3.32 2.92 3.17 3.79 3.27 엽리상화강암 

2.91 3.15 2 .76 2.83 2.88 화강암 

3.12 2.80 3.37 2.75 3.01 화강암 

3.48 2 .50 2.46 3.65 2.77 엽리상화강암 

3.48 2.63 3 .61 2.71 2.92 엽리상화강암(Tr iassic) 

2.36 2.76 2.34 2.36 2.44 엽리상화강암(Tr iassic) 

1.88 2.53 1.83 2.05 1.97 엽리상화강암 

3.18 2.97 2 .48 2.97 2 .73 편마암 

1.82 2 .43 2.66 3.04 2.61 화강암 

3. 20 3.15 3.18 4.00 3.41 엽리상화강암(Tr iass i c) 

2.86 2.23 2 .45 2.68 2.44 화강암 

3.59 2.67 3.31 2.81 2.99 화강암 

3.24 2.40 3.12 2.52 2.74 화강암 

3.05 2.37 2.80 2.47 2.75 화강암 

2.92 2.24 2.81 2.80 2.70 화강암 

2.92 2.20 2.77 2.82 2.75 화강암 

2 .76 2.10 2.23 2.60 2.37 화강암 

2.54 2.49 3.01 3.00 2.82 엽리상화강암 

3.05 2 .40 2.96 3.34 2.89 화강암 

3.17 2.54 2.71 2.97 2.82 화강암 

3.02 2.37 3.20 2.80 2.71 화강암 



여 단위 길이와 단위 시간내의 온도변화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시료측정 전에 Standard reference plate를 이용하여 검교정하였다. 또한 Probe 

와 시료의 열적 불평형 열선의 발열， 자기 흡수 장시간의 경과 등에 따른 열흐름 

의 정도가 불균형일 수 있으므로 시료측정은 시료당 7번씩 반복 실시하였다. 그러 

나 측정값은 오차와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측정값의 평균을 구하였다(표 3). 

3. 화강암류의 열전도도 특성 

이번 조사에서 채취한 시료는 쥬라기의 화강암 31개 엽리상 화강암 13개， 트라이 

아식 화강암 3개. 편마암 1개로 구성되어 있다. 화강암류에는 조사지역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의 시료가 3개 포함되어 있다. 트라이아스기 화강암과 편마암은 시료 

가 적은 관계로 해석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3을 기준으로 쥬라기 화강암류의 암 

상별 비 교를 하였다(그림 6). 

펀 마 암 • 

트 라 이 아 스 기 -승‘f ~ 。↓ 。디L 

• • • 

쥬라기엽리상화강암 
Nuπ'berofdata points used-12 

，￠ A*a%XgZ W* 
• .- .. 

쥬라기 화강암 
4 ” Nuπ@t，r 。， d·!apanuUi·d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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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 conductivity 0N/mK) 

그림 6. 조사지역 암석의 열전도도 비교 

o 5 

π
 ω 



표 4. 기조사된 화강암류의 열전도도 

NO. Long i t ude(O) Lat i tude( O) 
Conduc t iv i ty( 

Li thol ogy 
W/mOK) 

127 .22470 37.95445 2 .70 혹운모 화깅암 
2 127.21540 37.97289 2.8 1 혹운모 화깅암 
3 127.22400 37.96601 2.46 혹운모 화깅암 
4 127 .22610 37.96801 2.82 혹운모 화깅암 
5 127.22680 37 .96981 2.88 흑운모 화깅암 
6 127.22900 37.95282 2 .79 혹운모 화김암 
7 127 .24860 37 .91305 3.08 복운모 화깅암 
8 127 .36510 37.98822 2.51 혹운모 화깅암 
9 127 .37030 37.97083 2.58 혹운모 화깅암 

10 127 .00660 37.88305 2.30 혹운모 화강암 
11 127 .01940 37.88702 2.35 혹운모 화깅암 
12 127. 07830 37.83821 2.52 혹운모 화강암 
13 127.07540 37 .76916 3.06 혹운모 회강암 
14 127 .32580 37.86329 2.58 혹운모 화깅암 
15 128 .78760 37 .89003 2.50 반상 화강암 

16 128.76360 37.92783 2.55 반상 회강암 
17 127.73680 38.07192 2 ‘ 53 복운모 화깅암 
18 127.51280 38.21105 2 .52 각섬석 화깅암 

19 127.39990 35.46449 2.45 혹운모 화깅암 

20 127.30800 35.38305 2.6 1 반상 화강암 
21 128.78210 36 .72717 2.41 각섬석 화깅암 

22 128.07050 35.56164 2.70 혹운모 화강암 

23 127.89680 35.77736 2 .45 혹운모 회깅암 

24 127 .88430 35.77591 2 .42 혹문모 화강암 

25 127.87190 35.78442 2 .41 혹운모 화깅암 
26 127.87210 35.78225 2.43 혹운모 화깅암 
27 127.80800 35.72885 2.86 혹운모 화김앙 

28 127.86200 35.75960 2 ‘ 58 혹운모 화깅암 
29 127.84990 35.75054 3.03 혹운모 화김암 
30 127 .73320 35 .64040 3. 15 혹운모 화깅임 

31 127 .73320 35.61830 2.40 혹운모 화김임 

32 126.98020 36 .05947 2.42 혹운모 화깅임 
33 126 ‘ 97020 36.06146 2.54 혹운모 화깅암 

34 126.97070 36 .06056 2.82 혹운모 화깅암 

35 126.98760 36.04819 2 .78 혹운모 화깅암 

36 126.98710 36.06056 2.77 혹운모 화깅암 
37 126.99160 36 .06015 2.39 혹운모 화깅암 

38 126.95310 35.99042 2.28 혹운모 화깅암 

39 126 ‘ 95560 35.99349 2.23 혹운모 호}강암 
40 126.95070 35.99982 2.87 혹운모 화깅암 
41 126 ‘ 94870 36 .00036 2.34 혹운모 화깅암 

42 126.94870 36 .00018 2.40 혹운모 호}깅암 
43 126 ‘ 64040 35.52880 2.51 각섬석 화깅암 

44 127.65540 37.37943 2.52 혹운모 화깅임 

45 127.71090 36.95905 2 .72 혹운모 화깅암 

46 127.70710 36 ‘ 93290 2.27 흑운모 화깅암 
47 128.29500 37. 19859 2 ‘ 38 혹운모 화깅앙 

48 128.26260 37 .28950 2 ‘ 07 혹운모 화강암 

49 128.26890 37.28048 2.83 혹운모 화강암 

50 127.36320 38.16937 2.09 복운모 화깅암 

51 127.87840 37.22826 2 .40 혹운모 화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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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continue) 

NO . Longi tude( O) Lat i tude( O) 
Conduct i v i ty( 

Li tho logy 
W/ mOK ) 

52 127.87820 37.22862 2.35 혹운모 회강임 

53 127 ‘ 97440 36.18655 2.68 혹운모 화강암 

54 126.40390 37.67570 2.26 혹운모 화강암 

55 126.39820 37.67950 2.18 혹운모 화강암 

56 126.39610 37.72433 2.12 혹운모 화강암 
57 126 .333 10 37.67570 2. 11 혹운모 화강암 

58 126.39630 37.72469 2.9 1 혹운모 화강암 

59 128.52570 36.78796 2.18 복운모 화강암 
60 128 .52590 36.78796 2.49 복운모 화강암 

61 128 .52680 36. 78850 2.39 복운모 화강암 

62 128 .52860 36.78977 2.06 복운모 화강암 

63 128.52590 36.78886 2.16 복운모 화강암 

64 128.5잃90 36 .79140 2.34 복운모 화강암 

65 128 .23040 36. 43840 2.04 혹운모 화강암 

66 128 .23970 36 .32863 2.57 혹운모 화강암 

67 128.24330 36 .31395 2. 12 혹운모 화강암 

68 128.31760 35.98460 1. 93 혹운모 화강임 

69 128.31980 35.98750 2.31 혹운모 화강암 

70 128 .31940 35.98804 2.68 혹운모 화강암 

71 126 ‘ 99460 37 .87979 2.53 혹운모 화강암 

72 126.59680 36.67717 2.90 혹운모 화강암 

73 128.80340 37.66937 3.19 혹운모 화강암 

74 126.93190 36.75469 2.75 미문상 화강암 

75 127.97590 36.67174 2.53 혹운모 화강암 

76 127.96270 36.67482 3.18 혹운모 화강암 

77 128.24060 36 .74094 2.45 혹운모 화강암 

78 128.24600 36.73569 3.63 혹운모 화강암 

79 128.22590 36.76862 3.24 혹운모 화강임 

80 128.27550 36 .77092 2.59 혹운모 화강암 

81 127 .94930 36. 64407 2 .40 혹운모 화강암 

82 127 .99330 35 .4754 1 2.39 혹운모 화강암 

83 128.02560 36.52706 2.49 혹운모 화깅임 

84 127.92000 36 ‘ 57936 2.21 혹운모 화강암 

85 128.02010 36.56475 2.49 혹운모 화강암 

86 127.30360 38.09937 2.56 혹운모 화강암 

87 127.30560 38 .09820 2.43 혹운모 화강암 

88 127.23880 38. 13119 2.38 혹운모 화강암 

89 127.23540 38. 14156 2.5 1 혹운모 화강암 

90 127.82150 36.60756 1.89 흑운모 화강암 

91 128.00630 36 .73518 1.93 혹운모 화강암 

92 127.31790 35.95256 2.26 혹운모 화강암 

93 127.46710 35.96086 2.81 혹운모 화강암 

94 127.46040 35 .97727 3.17 혹운모 화강암 

95 127 .46730 35 .95978 2.66 흑운모 화강암 

96 126.58220 36.32699 2.38 각섬석 화강암 

97 126.80760 36 .71648 2.63 반상 화강암 

98 127 .78110 35.85870 2.38 반상 화강암 

99 127 .70110 36.00271 2 .47 반상 화강암 

100 128 .14140 37.07267 2.39 반상 화강암 

101 126.93320 34 .46988 2.54 장석 화강암 

102 127.03220 36 .74004 2.39 혹운모 화강암 

경
 



그림 6에서 보면 쥬라기 엽 리상 화강암의 열전도도는 최저 1.97 W/mK에서 최고 

3.27 W/mK를 보이며 ， 평균값은 2.76 W/mK이다. 한편 쥬라기 화강암은 2.37 

W/mK에서 3.13 W/mK 범위로 평균값은 2.78 W/mK로 나타난다. 2종류의 암상별 

열전도보 차이를 보면 열전도의 범위는 쥬라기 엽 리상 화강암이 넓은 편이나 평균 

값의 차이는 거의 없는 편이다. 즉， 쥬라기 엽 리상 화강암과 화강암은 열전도도에 

서는 특별히 구분 되지 않는다. 

기조사된 우리나라 화강암류 시료 102개에 대한 열전도도(표 4, 그림 7)(많調훌資 

料는 1.89 - 3.63 W /mK 범위에 평균 2.53 W/mK)와 이 번에 측정된 46개 화강암 시 

료(트라이아스기 화강암 포함)의 열전도도와 비교하면， 조사지역 화강암류의 열전도 

도는 1.97-3.41 W/mK 범위 이 고， 그 평균값은 2.79 W/mK로서 약간 높은 편임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전국의 지열류량분포가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번 조사 

지역의 지온경사는 낮을 것 이 란 추측도 가능하다. 

Number 01 data points used = 148 
조사자료 종합 Average X = 2.61 VψmK 

• 톨 • • 

Number 01 data points used = 46 

98조사자료 
Average X = 2.79 W/mK 

• -톨 •• 

Number 01 data points used = 102 
기 조 사 자 료 Average X = 2.53 W/mK 

• & - • 

O 2 3 4 5 
끼lerrnal ∞nducti때Y 0N/m씨 

그림 7. 화강암류의 열전도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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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조사자료와 이번 조사자료를 종합한 화강암류의 열전도도 범위는 l.89-

3.63 W/mK 이고， 그 평균값 2.61 W/mK 이다. 한편 화강암류의 열전도도에 대한 

Sharrna (1 976)의 실험결과를 보면 l.9-3.2 W/mK에서 평균값 2.7 W/mK을 보였으 

며， Cenn밟과 Rybach(1982)의 실험결과는， 그 범위가 l.25-4.40 W/mK이고， 평균 

값 3.05 W/mK를 보였다(표 5). 따라서 이들의 결과와 비교하면 이번 측정값은 거 

의 비슷한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화강암류의 열전도도 비교 

Thennal Conductivity (W / mK) 
Rock Type Measurement Cennak & Rybach 

Sh하ma(1976) 
(1982) value 

Granite 1.89 - 3.63 (2.61) 1.9-3.2 (2.7) 1.25 - 4.40 (3.05) 

※ ( ): Average 

제 2 절. 지온경사 

기반암내 시추공에서의 온도 검층도는 다양한 변화를 보인다. 가장 전형적인 옹 

도 겸층도의 유형은 일직선상의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파쇄대를 통하여 시추공내 

로 유체가 유입되는 경우에 온도 검층도는 여러가지 유형의 변화가 나타난다. 또 

한 암석의 열전도도에 따라 심도별 온도관계의 유형이 다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변화를 분석하여 지온경사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m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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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도 (rrodified form 않ck et al,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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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온경사 8.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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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검층은 시추공내에 온도센서를 하강시켜 심도별 옹도측정을 하는 것이다. 

온도검층기로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우리 연구소에서 보유한 裝備중 

Geologger- 3400 ( OYO사)， Geologger-3030(OYOλ}) ， PC-logger(RGλ})를 주로 이 용 

하였다. 모두 표준연구소에서 검증 받은 온도계와 비교 보정하였다. 굴착작업 직 

후에는 공내에 롯트 및 비트의 회전으로 공벽 및 공 바닥에 마찰열이 잔재하는 경 

우가 있기 때문에， 온도검층을 위한 시추공은 굴착 작업 후 공내의 유체가 지온과 

평형상태를 이루도록 충분히 안정시켰다. 

또한 시추공을 굴착할 때 이수(ì尼水)의 주입이 병행된다. Hearst와 Nelson(l985) 

은 이러한 이수 주입의 영향으로 실제 지온을 변화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대체로 

시추당시의 계절에 따른 기온이 높은 경우에 지온보다 높은 온도의 이수가 주입하 

게 되며， 겨울철에 시추를 하게되면 낮은 온도의 이수가 주입된다. 또한 이수 주입 

시에 높은 고압 펌프를 이용하기 때문에 압력에 의한 온도변화도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시추공에 주입되는 이수의 비자연적인 온도공급으로 인하여 시추공내의 온 

도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시추굴착 작업 후 지온과 물이 평형상태를 이루도록 시추공을 장기간 

안정시켜야 한다. 또한 온도센서를 試雄孔내로 내릴 때에는 공내의 유체가 교란되 

지 않도록 하였으며， 각각의 온도 센서의 온도감응 정도가 다르므로 4-5rrνrrun 속 

도로 천천히 내렸다. 

2. 지온경사의 유형 

지온경사를 구하는데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시추공내에 유체의 흐름이 거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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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경우 공내의 유체가 지온과 평형상태가 되면 대부분 그럼 S(a)와같 

이 일직선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때때로 공내의 유체 흐름은 거의 없으나 그림 

S(b)와같이 2개이상의 직선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시추공내의 

지질(구성암석)이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암석의 열전도도가 다를 때 나 

타나는 현상이다. 

시추공내의 파쇄대를 따라 유입되는 유체에 따른 지온경사의 유형은 다양하다. 

그 이유는 유체가 열을 전달하는 매체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Drury외 (1984)는 그 

유체의 흐르는 방향 그 유체의 양 대수층의 연결상태 등에 따라 유형이 다르다고 

하였다. 시추공내 대수층이 없는 경우에는 전형적인 유형은 일직선이나 그림 

Sk，d)와 같이 심도가 깊어지면서 직선을 이루다가 어느 구간에서 온도가 상승 또는 

하강하다가 다시 직선을 보인다. 이런 경우， 온도차 변화가 시작되는 구간과 다시 

직선으로 가는 변곡점에 대수층이 발달하였음을 나타낸다. 

유체가 흐르는 방향은 각각 2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Beck와 Balling (1988)에 

의하면 Fig Sk)의 경우에 유체가 하부로부터 연결된 파쇄대를 통해 상부 변곡점의 

시추공에 유입되어 하부 변곡점의 파쇄대로 유출되는 경우 또는 유체가 하부 변콕 

점과 평행하게 연결되는 파쇄대를 따라 공내로 유입되어 상부 변독점으로 유출되는 

경우， Fig S(d)에서는 유체가 상부 변곡점과 평행하게 연결된 파쇄대를 통해 시추 

공에 유입되었다가 하부 변독점의 파쇄대를 통해 유출되는 경우 또는 하부 변곡점 

에 유체가 상부와 연결되어 있는 파쇄대를 통하여 유입하였다가 상부 변곡점의 파 

쇄대로 유출되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유체의 유동량과 지온에 따라 온도 

변화폭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한편 시추공에서 지하수가 용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유체가 피압되어 열을 

가지고 밖으로 나간다 그러므로 온도검층도를 보면 지표부근의 지온경사는 낮게 

나타난다. 이때의 지온경사유형은 그림 Sk，d)에서 유체의 유동이 있는 일부분의 

유형(점선부분이 지표)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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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온경사 산출방법 

위와 같이 지온경사의 유형이 유체의 이통， 암석의 열전도도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전형적으로 직선을 보이는 경우에 지온경사를 산출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지하수 유동에 의한 경우에는 지온경사의 산출이 어렵다. 이번 조사지역의 

온도검층자료에서 직선형태의 전형적인 지온경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많은 편이며， 

지하수 유동에의한 지온경사 산출이 어려운 곳에서는 전년도 조사보고서와 마찬가 

지로 대기온도가 지하에 미치는 한계심도 즉 순수 지온만이 미치는 심도에서의 지 

온분포(그림 9)로 조사지역의 지온경사를 산출하였다. 

Td- T~n 
LJT= -a -<ι x 1000 ("C / k1η) 

D-20 

L1 T : 지온경사 CC까ill1) T d : 공저온도 CC) 
T 20 : 20m심도에서의 지온CC) D : 심도 (m) 

4. 조사지역의 지온경사 분포 

시추공의 온도검층 자료는 우리 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온천조사자료를 이용 

하였다. 온도검층결과는 그림 10와 같다. 온도검층 유형을 보아 전형적인 직선형 

지온경사를 보이는 것은 지온경사 산출을 직접 구하였으며 지하수 유동에 의해 변 

화가 심한 것은 공저온도와 20m 심도의 지온분포를 이용하여 구하였다(표 6). 총 

41개의 자료로써 조사지역의 지열분포를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아직 이 분야가 초 

보적인 단계이므로 개략적이나마 적은 자료로써 수치해석법을 이용한 지온분포를 

만들었다(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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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9 . 한 반 도 20m 심 도 에 서 의 지 온 분 포 ( 김 형 참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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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조사지역내 온도검충 결과표 

T까herr미rmal Ho le Bottom Thermal Heat 
NO HOLE NO . Long . (0 ) La!. (0 ) conduct i v i ty Depth Temp gradient Flow Rock type 

(W!r며< ) (m) (Ocl (OC/km l (mWM) 
61 2α)Q2 126.9061 35 .0202 2 .58 254 21. 10 23 .63 61 Tuff 

2 612α)Q3 126.9084 35 .0299 2.58 170 19 .90 20 . 13 52 Tuff 
3 612α)()4 126.9069 35.0239 2 .58 494 26.50 21 .50 55 Tuff 
4 612α)Q5 126 ‘ 앉)68 35 .0232 2.58 385 23 .90 24 .38 63 Tuff 
5 612α)()6 126 .9076 35.0265 2.58 245 19 .70 20.25 52 Tuf f 
6 612αXJ7 126.9098 35.0264 2.58 250 20 .80 21. 50 55 Tuf f 
7 612α)Q8 126 .9094 35 .0164 2.58 496 27. 10 25.25 65 Tuf f 
8 612αlO9 126.9086 35 .0315 2.58 222 19 .90 20.25 52 Tuf f 
9 6120010 126 .9078 35 .0473 2.58 258 21. 50 25 .25 65 Tuf f 
10 62α)()Q 1 126 .9486 35 . 1456 3.01 688 29 .60 21. 50 65 Gran i te 
11 62α)()Q2 126 .9479 35 . 1457 3.01 686 28 .20 19. 50 59 Gran i te 
12 62α)()Q3 126 .9476 35 . 1458 3.01 680 29 .60 22. 38 67 Granite 
13 62α)()Q4 126 .9660 35. 1312 3.01 685 30.00 22.50 68 Gran i te 
14 652α)()1 127 .2340 35 .7319 2.69 657 31.80 28.63 77 Gr an i te 
15 652α)Q2 127 .2251 35 ‘ 7354 2.69 644 31.36 27.75 75 Gran i te 
16 652α)()3 127.2395 35 .7351 2. 69 700 31.77 27.25 73 Gran i te 
17 652α)()6 127.2781 35 .8375 3.20 564 29. 10 27. 19 87 Diorite 
18 6520011 127 .2094 35 .7672 2. 64 564 27.40 23 . 13 61 Gran i te 
19 653αXJ1 127.0655 35 .9224 2.58 680 29. 83 22. 50 58 Tuff 
20 654αXJ1 126.6848 35.9104 2.58 804 30.85 21.22 55 Tuff 
21 655αXJ 1 127.2905 35.7252 2 ‘ 59 696 29. 18 22.25 58 Tuf f 
22 6570001 127 乃06 35 .8947 2. 17 334 19. 14 21.25 46 Gneiss 
23 658αXJ1 126.9354 35.8316 2.58 662 33 .41 30 .00 77 Tuf f 
24 664αXJ1 127 .4811 35.3 11 5 2.1 1 580 28.30 25.25 53 Gneiss 
25 6670001 127.5936 35. 0298 2 .68 988 31.73 17.41 47 Grani!e 
26 67 1αXJ1 127. 4630 35. 401 3 2 .59 638 28. 19 23 .00 60 Tuf f 
27 671 0002 127.3900 35. 401 3 2 .59 724 30.74 23.63 61 Tuf f+N35 
28 6710003 127.3899 35. 401 3 2.59 770 31. 16 22.95 60 Tuf f 
29 6740001 126. 8875 35. 4636 2.87 655 28.36 21.88 63 Grani!e 
30 6740002 126.8880 35.4642 3.03 364 21.64 25.38 77 Tuf f 
31 674α)Q3 126.9630 35.4463 3 ‘ 03 700 29. 11 22.63 69 Tuf f 
32 674α)Q4 126.9637 35. 4474 3. 03 765 30 .58 20.63 62 Tuf f 
33 6770001 126 .7349 35 .4230 3.00 672 29.38 22.98 69 Sil! s!one 
34 68 10001 127 ‘ 0694 35.5889 2 .94 608 29.06 25 ‘ 53 75 Gr ani! e 
35 6810002 127.0672 35.5850 2 .74 690 29.84 25.25 69 Tuf f 
36 681αXJ3 127.0669 35.5886 2.87 690 28.87 21. 00 60 Gran i !e 
37 683αXJ 1 126 .5636 35 .6852 3.06 603 2801 23 .38 72 Quar! z porphyry 
38 6830002 126.5659 35.6871 3.06 534 26.27 23.00 70 Quar! z porphyry 
39 6830003 126 ‘ 5630 35.6868 2.8 1 620 28.30 21‘ 13 59 Gr ani! e 
40 685000 1 126. 801 9 35 .4430 3. 05 808 30 ‘ 97 24.60 75 Grani!e 
41 6880001 127.2248 35 ‘ 2304 2 ‘ 68 700 31.34 25.35 68 Gr a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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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역내의 지온경사 범위는 광양 부저의 17.41 0C!km에서 김제 상동 30.0 0C 

까un이다. 광양 부저의 시추공 기반암은 화강편마암으로 상당히 낮은 지온경사를 

보인다. 반면에 김제 상동은 쥬라기 화강암이 분포하는 곳으로 높은 지온경사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조사지 역 내에서는 김제 상동과 완주 죽림 (2TC!km 내외)지역 

에서 높은 지온경사를 보이며 그 이외 지역은 대체로 낮은 편이다. 

조사지역은 면적비에 대한 평균 지온경사가 23.4TC!km이다. 한편 1996년 보 

고서의 지온경사 분포를 이용한 우리나라 전국의 면적비에 대한 평균 지온경사는 

25.59 0C!km로 계산되었다. 이것으로 볼 때 조사지역의 지온경사 분포는 낮은 편이 

다 

제 3 절. 지열류량 

열의 이동은 전도， 대류， 복사의 세 가지 방법에 의하여 이동한다. 이중 지구내 

부의 열이 지표로 전달되는 방법의 대부분은 전도에 의해 이동된다. 화산의 용암 

분출이나 지하수， 온천수는 대류에 의한 것으로 용암이나 물을 매체로 하여 전달된 

다 복사에 의한 열전달은 아주 고온의 암석에서 전달될 수 있으나 거의 무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구내부의 열전달은 전도에 한하여 주로 연구되고 있다 

기본적인 열의 전도이론은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한 매체를 통하여 흐르 

느 여랴으 
」 근 。'-

T0- T , 
Q = kS~了=-.!... t 

Q: 열량， k: 열 전도율， S: 매체의 단면적， 

T2- Tl : 두면과의 온도차， 1 ’ 매체의 길이 t 열전달 시간 

위 식에서 보면 열량 Q는 매체의 단면적 S에 비례하고 매체 양쪽 끝 두면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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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차 T2- Tl 및 시간 t에 비례하며 매체 사이의 거리 l에 반비례한다. 이때 바 

례상수 k를 열전도율이라 한다. 

이 식을 지구 내부의 열전달 관계에 응용하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흐르는 

열량 q ( 옳)를 지열류량이라고 할 때 지각의 열전도도 K와 지온경사 LJT와의 관 

계는 Q=KX Ll T 이다 즉 지열류량은 지질의 열전도도의 특성 및 지온경사와 밀 

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지질의 열전도도 특성과 지온경사 산출은 지열의 특 

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조사지역의 지온경사 분포와 주변 암석의 열전도도를 종합하여 지열류량을 구하 

였으며(표 6) , 이를 이용하여 조사지역의 지열류량 분포도를 개략적으로 그렸다(그 

림 12). 온도검층자료가 부족하여 충분한 도변은 못되지만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 

할 수 있다. 완주 소양지역 87 mW/ m2, 완주 상관지역 73-77 mW/ m2, 김제 상동 

지역 77 mW/ m2, 순창 복흥지역 77 mW/ m2, 정읍 목욕지역 75 mW/ m2
’ 장성 원덕 

지역 75 mW/ m2 정도의 지열류량 값을 보인다 조사지역내에 7O mW/ m2 이상을 

보이 는 곳을 보변 화강암 분포지 역 도 있지 만 응회 암(tuff) , 석 영 반암(quartz 

porphyry)분포지역도 있다 완주 소양지역의 층서를 보면 쥬라기 화강암류를 진안 

통의 퇴적암이 덮고 있다. 이것으로 볼 때 지열류량을 지배하는 것은 화강암류에 

의한 것만은 아넌 것으로 판단된다. 암종별 및 암상별 특성 뿐만아니라 지질구조 

및 층서， 암석의 물성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각에 대한 세밀한 조사는 못했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정밀한 조사가 필 

요하다. 지질분포와 지열류량 분포를 대비해 보면 대체로 화강암 분포지역에서 높 

은 편으로 나타나고， 편마암 분포지역에서는 상당히 낮은 지열류량 분포를 보인다. 

이 는 조사지역의 편마암류는 열전도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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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조사지역 화강암류의 열생산량 

열생산량 산출을 위한 신선한 암석(주로 화강암)시료의 채취는 대개 石Ll I 의 노 

두에서 행하였으며， 충적층이 넓게 분포한 곳에서는 시료채취가 불가능하였다. 

조사지역의 화강암 분포지역과 시료 채취 위치를 함께 표시하였다(그림 13) 

이 그림에서 넓은 부분을 차지한 하얀 부분은 충적층을 표시한 것으로 이 부분 

은 다음에 기술할 우라늄， 토륨， 그리고 칼륨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농도에 관한 

언급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그림 13에서 그림 14, 15, 16에서 각각 언급할 방사성 

동위원소의 농도와 열생산량의 화강암 저반을 표시하였다. 그림 14와 그림 16의 

경우， 쥬라기의 등립상 중립~조립질 흑운모 화강암 저반들이며， 그림 15는 쥬라 

기 등립상 중립~조립질 엽리상 화강암의 저반이다. 열생산량의 계산은 이미 언 

급한 바와 같으며， 각 화강암 저반들의 우라늄， 토륨， 그리고 칼륨의 농도와 열생 

산량 값에 대한 평균값， 중앙값(median ) ， 그리고 최소값 및 최대값을 표 7에서와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14는 지형적으로 전주시에서 부안군을 잇는 쥬라기 화강 

암의 저반에 대한 우라늄， 토륨 칼륨의 각각의 농도와 열생산량을 등고선도로 표 

시한 것으로 방사성 동위원소의 농도와 열생산률이 높은 부분은 붉은 색으로， 낮 

은 부분은 노란색으로 표시하였다. 

이 그림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북부에서 우라늄의 高禮양부분(그림 14(a))과 열 

생산률이 높은 부분(그럼 14( d )) 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국부적으로 

시료번호 98- 10과 98- 11시료에서 우라늄 농도가 각각 10.9, 1 1.2ppm으로 높은 함 

량을 보이며， 이로 인하여 열생산량도 각각 4.72, 4 .67μW/m3으로 높게 나타났다. 

북부의 우라늄 농도는 대체로 9ppm내외이며， 열생산량은 3.76μW/m3 내외로서 

일부 우라늄 고농도 지역보다는 대체로 낮은 값을 보인다. 토륨과 칼륨의 농집 

현상은 두드러지지 않으며， 우라늄 함량에 의한 열생산량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진 

다. 

61 -



126' 00' 126'30’ 127" 30’ 
36"00' “ • / .... r .. 36’ 00 

N “*‘ 
μ r 

‘ . Jr~ ‘ 
」 ‘ :V;"r'"{ 

@ 

• 

Okm 10km 20km 30km 40km 

r ι， , 
/ 

tI/ 

r i 
‘ 

,
/ 

t 
/ 

/ 
Lr 

ι 

35' 30’ 

l 
/ 

f 

/ -

, [ 

，ι r': ι/ 낀 ,;"W' /] /시 ’ “ , ', --, .. l ‘i !i!,\ ;, fiI사 ‘닝{ ; ‘ ι‘、l_ A ( 、
‘ 7‘/ 얘 1:' >ø . ..;... ::1; '~ ~ r 이， > 

_._ •••• k.óo __ .. “ .l-_‘ .. 
- ‘ ' 35' 00 

126’ 00' 

二l 림 13 . 。DL λ 「} 시표채취 위치도 



U " 

(a) 

K 

(c) 

12 

10 

o 

(ppm) 

。

(wt%) 

Th 

(b) 

Heat production 

(d) 

그림 1 4. 전주 - 부안 화 강암의 방 사 성동 위 원소 및 열생산량 분포도 

20 

15 

10 

(ppm) 

(μ W/m3 ) 



표7. 연구지역내 화강암류의 U, Th, K 함량 및 열생산률 

화강암 저반 {l 걷 -^를- 걷 ;x;: T E근T U Th K 열생산량 
시료갯수 

(ppm) (ppm) (wt%) (μW/m 3 ) 

평균값 4 ‘ 80 19 .13 4. 12 2.94 
~~-! 닙f.'2}호iL「?L 。 L 최소값 1.53 10 .80 3 .43 1.66 18 

(그림 1 4 ) 최대값 11 .20 39 .50 5.06 472 
EzE; 。ζ〉}7디AF 3. 16 18 .20 4.00 2 .56 
평균값 1.83 14. 71 5 .05 1.96 

엽리상화강암 최소값 0.80 8.00 2 ‘ 05 1 .27 57 
(그림 15) 최대값 7.82 50.80 7.20 4.73 

흔;r; 아。카 벼A 1.60 14 .00 5.10 1 .93 
평권값 4.58 15.73 3.31 2.58 

남원화강암 최소값 2.14 6.62 2 .88 1.86 8 
(그림 16) 최대값 6.23 28 .90 3.91 3 .88 

EZE 아a 카tlA 4.61 13.85 3 ‘ 22 2 .35 

이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우라늄의 농도는 곧바로 열생산량의 높은 값으로 반영 

된다. 이 화강암체의 전체적인 우라늄， 토륨， 그리고 칼륨의 평균 농도는 각각 

4.80ppm, 1.91ppm, 4.12wt%이다. 이 결과， 부안의 남남동 방향의 석산에서 채취 

한 시 료(부안군 산돌과 주산2)에서 고농도의 우라늄 함량 때문에 열생산량이 높 

다 신선한 노두에 서 보여주는 이 같은 높은 열생산률과 같은 현상은 곧바로 높 

은 지열류량으로 연관지어 언급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 지열의 특성이 지열수 

(일부 지하수)의 유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점을 감안할 때 인근에서 인장단층의 

존재 여부 등이 지열자원의 탐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림 15는 쥬라기의 엽리상 화강암체에 대 한 우라늄(그림 15(a)) , 토륨(그림 

15(b)) , 칼륨의 농도(그림 15(C)), 그리고 이에 근거한 열생산량(그림 15(d) )을 等

高線圖로 표시한 것이다. 이 그램도 그림 14와 마찬가지의 축적과， 같은 크기 의 

색을 사용하여 다른 화강암체와 쉽게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긴 대상의 엽 

리상 화강암체는 우라늄의 농도가 0.8 - 7.82ppm의 범위로 앞서 설명한 쥬라기 등 

립상 중립~조립질 화강암의 농도보다 대체로 낮은 값을 보인다. 토륨의 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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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6 . 남원화강암의 방사성 동위원소 및 열생산량 분포도 



8.0 - 50.8ppm으로 이 값은 화강암의 함량과 유사하다 칼륨의 함량범위는 2.0 

5-7.20wt%로서 대체로 높은 값을 보인다. 그러나 칼륨의 양에 의한 열생산량의 

기여가 작기 때문에 열생산량은 백악기 등립질 화강암(그림 14와 그림 16)과 비 

교할 때 낮은 값을 보인다. 

그림 16은 이번 조사에서 쥬라기의 등립상 중립~조립질 흑운모 화강암체중에 

서 비교적 시료채취가 밀집된 곳인 남원 화강암을 대상으로 그림 14, 그림 15와 

같은 방법으로 도시한 것이다. 이 화강암체의 특성은 그림 14의 전주-부안 화강 

암체의 분석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이 화강암체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농도 범위는 그림 14의 전주-부안 화강암과 비교할 때 약간 낮은 값을 보이며， 

방사성 동위원소 농도의 범위와 열생산량값들의 범위가 낮고 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국부적인 농집현상이 두드러지 

지 않아 대체로 균질한 화강암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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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l. 이번 연구에서는 광주 1:25만 지형도를 기준으로 광주도폭의 반에 해당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조사지역내에는 선캠브리아기 변성퇴적암과 화 

강편마암， 그리고 고생대의 옥천층군 등이 분포하며， 이를 트라이아스기 말 또는 

쥬라기 초기에 관입한 쥬라기의 등립질화강암 및 엽리상 화강암이 넓게 분포한 

다. 특히 옥천습곡대와 접하는 영광-정읍-전주 일대에서는 쥬라기 말기의 심한 

전단작용으로 전단대가 만들어졌으며， 이 전단대 안에 분포하는 화강암류는 엽리 

상 화강암으로 변해있다. 백악기 불국사화강암은 조사지역 북부 용담지역은 운 

장산일대에 백악기 산성 화산암류를 관입하여 소규모로 분포한다. 이외에 트라 

이아식의 엽리상 화강암과 반상화강암이 소규모로 부분적인 분포를 보인다. 

2. 지열자원은 대개 화강암의 분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조사지역내의 화 

강암류의 열생산률을 측정하기 위해 방사성 동위원소인 2$U 232Th, 4OK를 분석하 

였으며， 지하 심부의 열이 전달되는 과정의 중요한 요소인 암석의 열전도도를 측정 

하였다. 또한 조사지역내의 온도 검층 자료는 지금까지 조사된 온천조사보고서 

(1983 -1997)의 심부 시추공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조사지역내에 많發刊된 

同位元素地質昭究 보고서(신성천외 1995)의 자료도 이용하였다. 

3. 쥬라기의 등립질 화강암과 엽리상 화강암의 열전도도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등립질 화강암은 평균 2.76 W/mK, 엽리상 화강암은 2.78 W/mK로 두 암상 

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화강암류 전체평균 열 

전도도 값 2.53 W/mK보다는 높은 편이다. 이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전역이 일 

정한 지열류량을 보인다고 가정하면 조사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온경사가 낮을 것 

으로 판단된다. 

- 68 -



4. 조사지역내에 심부시추공 41개에 대한 온도검층결과 지온경사의 범위는 

17.41 0C/km -30.0 oC/km로 나타났다. 김제 상동지역과 완주 죽럼지역에서 비교 

적 높은 지온경사를 보이며， 조사지역 남동부 광양지역에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또한 조사지역의 면적비에 대한 평균 지온경사는 23.47 oC까ill1로 우리나라 전국 

의 면적비에 대한 평균지온경사 25.59 0C/km보다 낮은 편이다. 

5. 조사지역의 지열류량은 46-87 mW/m2의 범위를 보인다. 섬록암 분포지역 

인 완주 소양일대가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편마암 분포지역인 무주지역 

일대가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체적인 지열류량 분포를 볼 때 옥 

천습곡대와 접하는 전단대 방향으로 지열류량의 이상대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지열류량은 지질구조 및 층서와도 관련되어 있을 것을 판단된다. 

6. 조사지역의 화강암 분포지역을 암체별로 전주-부안화강암체， 엽리상 화강암 

체， 남원화강암체로 분류하여 방사성 동위원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쥬라기 등립 

질 화강암체인 전주-부안화강암체와 남원화강암체 엽리상 화강암체의 구분이 뚜 

렷이 나타났다. 쥬라기 등립질화강암체는 U 4.58-4.80(ppm) , Th 15.73-

19.13(ppm) , K 3.31-4.l 2(wt%)의 함량을 보였으며， 엽리상 화강암체는 U 

l.83(ppm) , Th 14.l7(ppm) , 5.05(wt%)으로 엽 리 상 화강암체 가 K를 많이 함유하고 

있으나 U, Th는 쥬라기 등립질 화강암보다 낮은 편이다. 열생산량을 비교하면 

쥬라기 등립질 화강암이 2.58-2.94 μW/m3 엽리상화강암이 l.96μW/m3으로서， 

쥬라기 등럽질 화강암류가 높은 값을 보인다. 전체적인 열생산량 분포는 지온 

경사 분포와 지열류량 분포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화강암 분포지역에 

국한하여 비교하면 쥬라기 화강암 분포지역이 대체로 높은 지옹경사 및 지열류 

량， 열생산량값이 높은 값을 보여 잘 일치되고 있다. 

7. 이번 연구는 화강암 분포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러므로 조사지역 

전체에 대한 지열분포를 언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화강암류의 암상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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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화강암류의 지열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좋은 결과 

를 얻었다. 

- 70 -



참고문헌 

rock vlrgm of Determination (988) Balling N. Beck ,A .E ., 

density heat- flow terrestrial of Handbook temperatures 

Publishers , Academic Kluwer Haenel , R. by ed. determination: 

p.75 - 85 

s pecific and conductivity Thermal (982) L Rybach , 

and 

Cermak , 

mineral s 

V. , 

Landolt Angenheister(Editor ), 

pp.305 - 344. 

G. n T 
A rocks. of heat 

phy s ical for 

springer , Berln , 

logging Well Hearst , J. R. , Nelson , 

properties , Mc - Graw - Hill Book Co. ,p.63 - 83 

proper tIe s. 

(985) H. 

V / 1: Physical 

P. 

and Bornstein 

Elsevier geology: ln m ethod Geophysical (976) V. P. Sharm , 

S cien tific Pub.Co. 

of Applications Geodynamics (1982 ) Schubert G. Turcotte ,D .L., 

Physics New Sons , & Willey problem s , Jhon geological to contlU um 

York , 450p. 

충남 대 연구， 관련성 암상과의 특성과 김 형 찬 (996 ) 한반도의 지 온 

대학원 이학석사 학위논문 

연구보고 한국자원연구소 

p.52. 

동위원소지질연구， (995) 

학교 

신성천， 지세정 

서 , KR - 95(C) - 1l, 

연구보고서， 한국자원연구소 

p.86 

골재자원부존조사， (997) 

2 권， 

이동영외 

KR - 96(C) - 18, 

1 :25 만， 설명서 지질도폭 (997) 광주 

p.347 

김복철 전희영， 

제 

이병주， 김정찬， 

한국자원연구소 

한국자원연구소 온천조사보고서， 
n 

0983-1997) 엄정웅외 



임정웅， 이승구 ， 염병우， 김형찬， (1 996) 지열자원조사연구， 한국자원 

연 구소 연 구보고서 , KR - 96(C) - 17 , p.82 

η
 



f규究報告 KR-98(C)-07 

지열 자원 조사 연구 

1998년 12월 일 인쇄 

1998년 12월 일 발행 

발 행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0 

재단법인 한국자원연구소 

발행인 : 이 경 운 

인 쇄 : 제일문화사 




	1612-0003
	1612-0005
	1612-0006
	1612-0007
	1612-0008
	1612-0009
	1612-0010
	1612-0011
	1612-0013
	1612-0014
	1612-0015
	1612-0016
	1612-0017
	1612-0018
	1612-0019
	1612-0020
	1612-0021
	1612-0022
	1612-0023
	1612-0024
	1612-0025
	1612-0026
	1612-0027
	1612-0028
	1612-0029
	1612-0030
	1612-0031
	1612-0032
	1612-0033
	1612-0034
	1612-0035
	1612-0036
	1612-0037
	1612-0038
	1612-0039
	1612-0040
	1612-0041
	1612-0042
	1612-0043
	1612-0044
	1612-0045
	1612-0046
	1612-0047
	1612-0048
	1612-0049
	1612-0050
	1612-0051
	1612-0052
	1612-0053
	1612-0054
	1612-0055
	1612-0056
	1612-0057
	1612-0058
	1612-0059
	1612-0060
	1612-0061
	1612-0062
	1612-0063
	1612-0064
	1612-0065
	1612-0066
	1612-0067
	1612-0068
	1612-0069
	1612-0070
	1612-0071
	1612-0072
	1612-0073
	1612-0074
	1612-0075
	1612-0076
	1612-0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