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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공학 연구 

지 헌 철， 이 회 일， 전 정 수， 신 인 철， 김 동 균， 박 정 호， 김 근 영 

Seismological Study on Earthquake Engineering 

Heon Cheol Chi, Hee- il Lee, Jeong- Soo Jeon, In- chul Shin, 

Dong Kyun Kim, Jung Ho Park, and Geun Young Kim 

Abstract 

Building Code was recently amended in order to secure the safety 

anψOr tolerance against disastrous earthquake. For the adequate but 

economical earthquake- resistant design, the possible maximum earthquake 

and the relevent waveform are crucial as input data with site 

characteristics. 

In this paper, the future plan of seismic observation network is 

proposed with both velocity and acceleration recordings KIGAM, KEPRI 

and universities are presently involved in this plan. Nuclear power plant is 

fortified against earthquake since its failure results in unpredictable 

catastrophe. Nuclear power plant is strong enough to keep its function 

from big earthquake if the epicentral distance is greater than 15 Km. Here, 

the geological features around Youngkwang , Kori, Weolsung and Uljin 

nuc1ear power sites within 15 Km are described with geological map. 

Intemet communication is rapidly popular at Korea. For efficient data 

exchange and convenient maintenance, the standard configuration of seismic 

station with TCP!IP communication is suggested. The procedure of 

constructing station is also explained whit the emphasis of earth gro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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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GAM purchased the automatic data retrieving and processing 

software, so-called Korea Earthquake Monitoring System CKEMS) , with 

source code. KEMS uses CSS3.0 schema for relational database with 

Oracle SQL engine. KIGAM is in charge of distributing down- sizing 

KEMS to seismic research universities. KIGAM is willing to supply the 

modified KEMS to any institute which wants to make network with 

KIGAM. Here, the networking through Intemet is explained by sharing 

K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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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한반도에 적합한 내진 설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각종 시설물의 내진 안 

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내진 설계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부지 

응답 스펙트럼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진관측이 펼수적이 

다 

당 연구소에서는 단주기 아날로그 지진계 RV - 320B Portacorder를 도입하 

여 1982년부터 지진 관측을 시작한 후， 1990년까지 경상， 전라 그리고 충청지역 

에 임시 지역관측망을 구성하여 매년 2-37H 월 정도씩 운영하면서 지진관측을 

수행하였다. 당시 기록계는 배터리 및 기록지의 정기적 교환이 필요하였고， 시 

각의 동시성 유지가 어렵고， 아날로그에 따른 초동시각의 판독오차， 소수의 관 

측소 등의 제약이 있었다(지헌철， 1996). 1991 , 92년도에 한일공동 연구의 일환 

으로 경상분지에 이동식 디지털 관측망을 운영하였으나 역시 시각의 동시성 

확보 유지가 어렵고， 배터리 교환 및 원격 자료 수신이 불가능하였다. 1994년 

말에 이르러 모템을 통한 지진자료의 원격 수신 과 기록계의 원격 조정 및 라 

디오 시보에 의한 시각 보정 장치를 채택한 단주기 장기 디지털 관측소 5개소 

를 경상분지에 설치하였다. 이로 인해 투입 인력 및 소요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지속적인 지진관측을 수행 할 수 있었다. 이 때 설치된 지진계는 모 

두 3성분의 단주기(JC-V100， PMK- 100) 수진기와 디지털 기록계 

(DACS- Omega 16SUP 및 16ACT)로서 trigger 기록방식이었다(지헌철， 1997). 

’98년 현재 경상분지에 107H 의 단주기 디지털 관측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GPS 신호에 의한 시각 보정을 하고 있다. 디지털 기록계(16ACT)는 16 bit 

A/D 보드와 2 Mbyte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으며 현재 trigger된 디지털 자료를 

100 Hz 샘플로 100 초 동안 기록하여 저장하고 있다. 1997년 6월 26일에 발생 

한 경주지진은 대부분의 관측소에서 포화되어 기록되었다. 이는 미소지진을 기 

」u 



록하기 위하여 증폭비를 높게 설정한 이유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16 bit AID 

처리로 수용할 수 있는 진폭의 최대치를 넘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점을 개선한 

Q4128 디지털 기록계는 24 bit AID 보드와 4 Gbyte 저장장치를 내장하고 8개 

채널， TCP!IP 프로토콜과 모템을 이용한 통신， 연속기록 방식을 지원하는 장점 

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록계를 대치할 것이다. 경상분지에 운영중인 9개소 

의 단주기 디지털 관측소와 전라도 및 포천에 운영 중인 3개소의 단주기 디지 

털 관측소에서 ‘98년에 기록된 지진자료를 분석하여 진앙지와 규모를 산정하여 

수록하였다. 

활성여부의 논란이 있는 양산단층이 위치한 경상분지에는 두 곳의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다. 특히 울산단층의 지류인 입실단층은 월성원자력 발전 

소에서 서쪽으로 10 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매 

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미소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한반도에 적 

합한 원자력 발전소 내진 설계 기준 마련을 위한 응답 스펙트럼 분석을 위하여 

원전 지역에 가속도망을 설치하고 지질 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월성， 고리， 영광， 울진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20 Km 지역에 대한 정 

밀 지질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질도를 작성하였다. 이를 기초로 전력연구원과 

공동으로 발전소 부지 내부와 외부지역에 단주기(JC-V100)와 가속도 

(Episensor ) 수진기 그리고 Q4128 기록계로 구성된 속도 및 가속도 지진관측 

망을 구성하였다. 

우리나라 전역의 지진활동을 관측할 수 있는 광대역 지진계 (STS-2)가 설 

치된 관측소 는 기상청 관측소를 제외하면 ‘98년 12월 까지 TJN(자원연구소; 

대전)， SNU(서울대; 서울)， GKPl(경북대; 경북) 이며 ’99년 l월에 KSA(간성; 

강원도)를 설치함으로써 총 4개소를 자원연구소와 대학이 공동 운영하고 있다. 

이들 4개소는 Q4128 디지털 기록계을 사용하고 TJN을 제외하고는 가속도계 

도 함께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다. 

양질의 지진기록 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지진관측소 수진실은 암반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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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어야 하며 지하로 내려 갈수록 주위 잡음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 다 년간 

의 관측소 설치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진관측소 설치 방법을 제시하였고， 

한국에 적합한 지진기록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Q4128 디지털 기록계 사용을 

위한 설명을 기록하였다 

자원연구소 및 대학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연구원이 운영중인 지진 

관측소들은 자료 저장 및 교환 양식을 표준화하였다. 이는 상호 자료 교환 과 

공유， 및 전체 지진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매우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자원연구소에서는 지진자료 처리를 위한 KEMS(Korea Eaπhquake 

Monitoring System)을 구축하여 실시간 지진 모니터 링 및 진앙지 결정을 선속 

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제 5장에서 KEMS에 대한 소개와 그 특정을 설명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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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본론 

제 1장 ’98년 경상분지에서의 지진자료 분석 

제 1절 자료수집 및 분석프로그램 개발 

한국자원연구소는 경상분지의 지진활동을 체계적으로 관측하고 내진설계 

의 기본이 되는 지반의 반응특성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경상분지 내에 107~ 소 

및 전라남도 구례， 무안 그리고 경기도 포천 등 총 14개소 장기 디지털 지역 

관측망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진자료의 효율적 분석을 위해 자료수집 소프트웨 

어와 분석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그림 1 - 1은 windows 기반의 지진자료 수집 프로그램으로서 경상분지 

및 지역 관측망으로부터 다중 모템을 통해 각 관측소에서부터 신속한 자료 수 

집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지진 네트워을 통해 수집된 원시 데이터들로부터 진앙지의 위치， 지진의 

규모 등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몇 단계의 자료 처리과정을 거쳐 

야 한다.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원시 데이터 수집 

• 동일 이벤트 자료 추출 

Picking 

• 역산 프로그램 수행 

Analyst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설 

계되었다. 그림 1 -2는 Analyst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시 자료부터 각종 중간 

생성 자료와 최종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경로를 설정하는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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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다중 모덤을 통한 지진자료 수집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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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경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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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계는 센서가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주변의 조그만 충격도 큰 파형으 

로 기록이 된다. 따라서 지진 데이터의 자료 처리 과정에서 제일 먼저 수행해 

야 하는 것이 수집된 데이터를 검사하여 이 자료가 지진 데이터인지 아니면 주 

변에서 일어난 잡음 종류인지를 판단하여 지진 데이터가 아닌 경우는 이를 제 

거하고 지진 데이터인 경우는 같은 시간대로 묶어 동일 이벤트 데이터를 만드 

는 일이다. 그림 1 -3은 이러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원시 자료 처리 모률의 화 

면이다. 

I_ .. li'JfI~~ .. ~.‘ I ’112 •• '1'에.‘f잉DI ........................................... _ IOlx홉 

@’$.1>\Id $1.91151 

그림 1-3. 원시 데이터 처리 화면 및 동일 이벤트 생성. 

다음은 이렇게 추출된 동일 이벤트 데이터를 가지고 본격적인 파형 분석 

에 들어가는데 이 작업이 바로 picking 작업이다. 그림 1 -4는 picking 모률의 

화면으로서 다양한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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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Picking 화면. 

마지막 단계는 picking 자료를 가지고 진앙지를 구하는 역산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널리 쓰이고 있는 Hypo71을 채용하였다. 그림 1-5 

는 Hypo71을 위한 각종 파라미터를 입력 및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다. 역산의 

결과가 때때로 오차의 한계를 벗어날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파라미터를 수정 

하여 정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적인 역산이 필요하다. 

그림 1 -6은 역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이다. 좌측에는 정 

량적인 수치를 우측에는 지도에 관측소들의 위치， 역산에 사용된 관측소와 역 

산의 결과로 도출된 진앙지 등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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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98년 지진 자료 처리 결과 

현재 가동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원자력 발전소의 대부분은 한반도 남동부 

에 위치한 중생대 퇴적분지인 경상분지의 동쪽해변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관 

련하여 경상분지를 가로지르는 양산단층의 활동성 여부가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고 최근에는 말방리 단층이 활성단층으로 밝혀졌다. 

그림 1-7은 경상분지에 지진 관측망을 설치한 ‘94년 말 이후 ’97년까지의 

진앙지 분포와 ‘98년도 관측된 지진의 진앙지를 비교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98년도는 다른 연도에 비해 한반도 전역에서 매우 지진활동이 적은 연도로 경 

상분지에서의 지진활동도 매우 적었다(부록 A. 경상분지 지역관측망 지진목록 

참조) . ‘98년도의 지진자료를 ‘97년까지의 자료와 비교해 볼 때 동해 앞 바다에 

서의 지진활동을 제외하고는 어떤 뚜렷한 지진발생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경주 북쪽에서의 지진발생은 ’97년 6월의 경주 지진과 연관되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미소지진의 발생 여부 및 양상으로 단층의 활동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 

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진관측을 통한 자료축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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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7. 경상분지 지진관측망에 기록된 지진의 진앙지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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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원자력 발전소 지역의 지질 

제 1절 지질조사 

l. 영광원자력 발전소 지역 

가. 지형 및 수계 

조사지역의 지형은 각 암체의 지질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발달하여 있 

다. 각 암체별로 보여주는 지형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백악기의 화산암 

류 분포지역은 비교적 험준하고 가파른 산세의 고지형이 형성되어 있는데 반하 

여， 선캠브리아의 편마암이나 특히 쥬라기의 화강암 분포지역은 대체로 신선한 

암반의 노출이 드은 구릉지나 평야지와 같이 낮고 완만한 지형을 이루는 경향 

이 뚜렷하다. 

영광원자력발전소 남부 서해안 연변의 홍농←법성포 백수지역 및 조사지역 북 

부의 고창 선운사 주변 지역에 분포하는 백악기 화산암류 분포지역은 이 지역 

에서 가장 가파른 지형을 이루고 있다. 홍농 법성포 백수 지역의 화산암체는 

남←북 방향의 장축을 갖는 타원형의 분포를 보이는데， 이는 고기 화산체로부터 

기인된 지형으로 생각된다. 이 지역내에는 산사면의 경사가 매우 가파른 수리 

봉(351m) ， 갓봉(351m) ， 봉화봉(374m) ， 및 금정 산(254m) 등의 봉우리 들이 분포 

한다. 선운사 주변 지역의 화산암체 역시 인접한 화강암이나 편마암 분포지에 

비해 외견상 뚜렷하게 구별되는 고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경수산(444m) 개이빨 

산(345m) -청용산(307m) -비학산(307m) 등의 고봉들이 서로 연하여 발달하여 있 

다. 

상기한 두 지역의 화산암체 사이의 서해안과 인접한 지역은 편마암 분포지역 

으로서 전반적으로 사변의 경사가 완만한 저구릉지와 평야지가 발달하여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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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강암과 접하는 그 동측 경계부를 따라서는 다소 높은 산릉이 단속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조사지역의 남부에서 동부지역에 걸쳐 분포하는 화강암은 이 

지역에 가장 넓은 분포면적을 갖는 암체이다. 이 지역의 화강암은 일반적으로 

풍화에 대한 저항도가 매우 낮아 전체적으로 완만한 저구릉지나 평야지형이 우 

세하게 발달되어 있으며 구릉지의 풍화심도는 보통 10m 이상인 곳이 대부분이 

다. 

조사지역내 대부분의 수계는 모두 수지상으로 발달하여 있으며， 주요 수계를 

북부 지역에서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장면의 남부지역을 상류로하는 주 

진천은 북북서 방향으로 선암사 주변의 화산암체 사이를 지나 서해의 곰소만으 

로 유입되며， 그 하류부는 화산암 지역을 통과하는 관계로 충적평야가 협소하 

게 발달한 골짜기를 따라 흐른다. 주진천의 서측으로 거의 같은 방향의 소하천 

이 발달되어 흐르는데 이 하천은 해리면 소재지를 통과하여 서해로 유입된다. 

그리고 홍농읍과 볍성면의 경계를 흐르는 구암천 대산천을 지류로 갖는 와탄 

천， 그리고 조사지역의 최남단을 흐르는 불갑천 등이 주요 수계를 이루고 있으 

며， 이들 하천은 모두 동에서 서쪽으로 흘러 서해로 유입된다. 이들 하천유역을 

따라서는 그 부근에 넓은 충적평야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사행천을 이루 

고 있는 불갑천의 하류부는 조사지역의 하천들 중에서 가장 넓은 충적평야지가 

발달 되어 있다. 

나. 지질 

영광원자력발전소 주변에 분포하는 지질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20km내 지역에 대한 지질도를 작성하였다 (그림 2-1). 이 지역 

의 지질도 작성을 위하여 기 발간된 가음도폭 (장태우와 황상구， 1984)과 영광 

도폭 (최위찬 외， 1986)을 참조하였으며， 지질도폭이 아직 발간되어 있지 않은 

북부지역 (법승포 및 고창도폭지역)에 대해서는 직접 야외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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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역에 분포하는 지질은 운모편암 및 석영 장석질 편암류를 박층으로 협 

재한 선캠브리아의 편마암을 최하위 기반암으로 하여 쥬라기 대보화강암류에 

속하는 반상화강암이 이를 관입하고 있으며， 백악기 경상분지의 유천층군에 대 

비되는 화산암류와 이에 수반된 화산쇄설성 퇴적암류 및 맥암류， 그리고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1는 이 지역에 분포하는 각 암체 및 제 지층 

들의 지질계통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표 2-1. 영광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지질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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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캠브리아 편마암 

주로 저구릉지 및 평야 지형을 이루는 편마암는 영광군 법성면 및 홍농읍 동 

부， 고창군의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및 심원면 일부 지역에 서해안에 연하여 

넓게 분포하며，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해안과 대마면 송죽리에도 소규모의 편 

마암체가 주변의 화강암에 포획된 형태로 분포한다. 

선캠브리아의 소백산 편마암복합체에 속하는 이 암체는 주구성암석인 화강암 

질 편마암을 비롯하여 호상편마암과 흑운모편마암이 혼재하며， 이에 운모편암 

및 석영 장석질 편암이 흔히 협재된다 화강암질 편마암의 경우 대부분 엽리구 

조가 매우 미약하거나 괴상조직을 보이는 것이 특정이다. 염산면 두우리 해안 

변의 편마암은 안구상편마암과 호상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마면 송죽 

리 부근의 것은 화강암질 편마암이 주를 이룬다. 안구상 편마암의 경우 안구상 

반상변정은 대개 칼리장석으로 이루어지고 그 장축 및 단축의 크기는 각각 

4cm 및 2.5cm 정도인 것들이 대부분이나 장축이 8cm에 달하는 거정들도 관찰 

된다. 

영광군과 고창군의 경계가 지나는 법성면 윌산리의 초포산 및 인근 산능선부 

에는 편마암을 관입한 대규모의 석영맥들이 분포하는데， 편마암과의 접촉부에 

는 편마암의 것과 동일한 방향성을 보이는 엽리구조가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형성시기가 상당히 고기인 것으로 추측된다 

(2) 쥬라기 반상화강암 

반상화강암은 조사지역의 남부 및 동부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이 암 

석은 타암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화작용을 심하게 받아 대부분 평야지 또는 

낮은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암석에 대한 절대연령 측정은 아직 이루어진 

바 없어 정확한 그 관입시기는 확실치 않으나， 조사지역이 옥천대 연변을 따라 

관입 분포하는 화강암류와 동일한 지질환경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쥬라기 대 

보화강암류에 속하는 암체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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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강암은 장축이 1-4cm 정도인 연홍색 칼리장석을 반정으로 하는 반상 

조직을 보이며， 석영입자 역시 대부분 O.5cm 정도의 크기로서 이 암석은 전반 

적으로 조립질 입도를 나타낸다. 지역에 따라 반상조직을 갖지 않은 흑운모화 

강암으로 점변하기도 하나， 연홍색 장석을 함유하는 암상은 어느 곳에서나 잘 

일치한다. 이 암석은 주로 석영， 칼리장석， 사장석， 흑운모로 구성되고， 그외 견 

운모， 녹니석， 저어콘 및 인회석이 부성분광물로 수반된다. 

조사지역의 남단부인 불갑저수지 부끈에서부터 염산면 두우리까지 영광전단 

대의 연장의 일부가 동 서 방향으로 발달되어 있는데， 이 전단대내의 화강암은 

강한 압쇄엽리구조 및 신장선구조를 갖는 변형된 화강암으로 전이되어 있다. 

전단대의 중심부로 접근함에 따라 화강암의 연성변형 강도가 점차 증가하며， 

석영과 장석류와 같은 구성광물들은 동력재결정작용을 받아 그 입도가 점진적 

으로 감소한다. 전단대 중심부의 화강암은 입도감소가 현저하게 발생하여 미립 

의 압쇄질암으로 변하여 있다. 

(3) 백악기 화산암류 및 관입암류 

이 지역의 백악기 화산암류는 경상분지의 유천층군에 대비되는 지층으로서 

조사지역을 포함한 인근 서해안을 따라 독립적으로 발달된 몇몇 화산암체를 형 

성하고 있다 이들 화산암체의 분포지역을 살펴보면， 변산반도 지역과 고창군의 

심원-부안-아산 지역， 그리고 영광군의 홍농 법성포 백수지역 등 세 곳이며， 

이들은 서로 격리된 독립적인 화산암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중 조사지역내 

에는 백수-법성포-홍농 지역의 화산암체 (이하 법성포 화산암체라 칭함)와 고 

창군 섬원 부안 아산 지역 화산암체 (이하 선암사 화산암체 칭함)의 일부가 분 

포한다. 화산암류의 분포지역은 좁은 계곡과 가파른 산사변의 험한 산지지형을 

이루고 있어 낮은 고도의 완만한 구릉으로 대표되는 편마암이나 화강암 분포지 

역의 지형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법성포 화산암체는 남←북 방향의 장축을 갖는 타원형 분포를 보이는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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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선암사 화산암체는 거의 동 서 방향의 장축을 갖는 타원형 분포를 보인다. 

특히 법성포 화산암체는 지층들의 주향이 화산암체의 지형을 따라 환형의 궤적 

을 이루고 있으며， 그 경사는 중심부를 향하여 기울어져 있어 일견 분지형구조 

를 이룬다. 

상기한 두 화산암체를 구성하는 암석들을 살펴보면， 먼저 법성포 화산암체는 

현무암질 안산암， 안산암질암， 석영안산암 및 유문암질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화학조성의 변화가 심하다. 그리고 용암류와 응회암류가 공히 분포하며， 이중 

유문암류가 가장 넓은 분포를 보인다 그리고 상기한 화산암류 외에 각력질 역 

암이 협재되며 관입 암맥류가 일부 나타난다. 조사지역내의 선암사 화산암체는 

대부분 유문암질 화산암류로만 구성되어 있어 구성암석은 단순한 편이나， 이곳 

역시 용암류와 응회암류가 함께 분포하며 응회질의 쇄설성퇴적암이 일부 협재 

된다. 상기한 각 암체들의 지질 특성은 다음과 같다. 

유문암질 화산암류 

유문암질 화산암류는 유문암， 화산각력질암， 응회암， 래필리응회암 등의 다양 

한 암상을 나타낸다. 법성포 화산암체에 분포하는 유문암질암은 환형의 띠모양 

으로 분포하는 안산암질암을 기준으로 하여 그 외측부인 화산암체의 가장자리 

를 따라 분포하는 것과 그 내측부에 분포하는 것으로 대별되며， 이들은 서로 

산상이나 암상이 서로 달라 외견상 육안적 구분이 가능하다. 안산암체의 외측 

부에는 주로 래필리 응회암을 협재한 화산각력질암이 분포하는 반면에， 그 내 

측부는 전형적인 유문암 및 유문암질 응회암류로 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 

법성포 화산암체의 남단부인 백수읍 대전리 -장산리에 걸쳐 화산각력질 유문 

암과 용결응회암이 분포한다. 이 암석들은 이 지역의 모든 화산암들 중에서 제 

일 먼저 분출된 산물로 해석되며， 화산폭발시 하도로부터 액상 또는 고상의 화 

산분출물이 방출되어 형성된 화성쇄설성 각력암이 대부분이고， 그 상위에 안산 

암질암이 피복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각력질암의 상층부에는 화산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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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내에 화강암 각력들을 함유한 화강각력암이 소량 협재되는데， 각력의 크기 

는 평균 lOcm 내외로서 대부분 주변의 기반암인 반상화강암으로부터 유래된 

것들이다. 그리고 이 화산암체의 최북단부인 홍농읍 국수당 일대에는 회색 내 

지 담회색을 띠는 유문암질 기질내에 잔자갈에서 거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 

기의 유문암각력들을 함유한 화산각력질암이 분포하는데， 이 암석은 전체적으 

로 괴상구조와 매우 불량한 분급도를 보인다. 

안산암질 화산암의 내측부에 분포하는 유문암질 화산암은 비교적 화산분출 

의 말기에 형성된 유문암 응회암 및 래필리응회암으로 주로 구성된다. 유문암 

은 회색 내지 담회색을 띠며 금정산에서 관찰된 유동구조는 수평인 것에서부 

터 거의 수직인 것까지 다양하다 응회암 및 래필리응회암은 회갈색， 담록색 또 

는 저색의 암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용결조직을 강하게 보여준다. 

선운사 화산암체에 분포하는 유문암질암은 유동구조가 잘 발달된 유문암， 응 

회암， 래필리 응회암 등이 주를 이루며， 부분적으로 어크리션 래필리 

(accretionary lapillD를 함유한 응회암과 응회질의 쇄설성퇴적암이 일부 협재된 

다. 

안산암질 화산암류 

법성포 화산체내에 환상으로 대상분포하는 안산암질 화산암은 대부분 안산 

암으로 구성되고 여러 곳에서 앓은 안산암질 래필리응회암을 협재한다. 그리고 

2-3mm 크기의 사장석 반정을 함유한 반상질의 안산암이 일부 관찰되며， 백수 

읍 북서부의 구석 및 백동 골짜기에서는 응회질 사암이 이 암체내에 협재되어 

있는 것이 관찰된다. 안산암질암은 전반적으로 암회색 내지 암록색의 암색을 

띠며， 안산암질 래필리응회암은 안산암편을 다량 함유한다. 

석영안산암질 응회암 

석영안산암질 응회암은 영광원자력발전소 북측의 해안을 따라 북동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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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규모 분포한다. 암석의 색은 담청색으로서 장석질 반정을 함유하며， 용결 

조직이 잘 관찰된다. 

이 암석에 대한 K-Ar 절대연령은 11 l.94 ::t: 5.28 Ma. 10l.52 ::t: 8.48 Ma, 92.79 

::t: 9.94 Ma, 85.03 ::t: l.3 Ma 등으로 측정된 바 있다 (영광 3, 4 호기 최종안정성 

분석보고서 참조) . 

현무암질 안산암 

현무암질 안산암은 가마미 해수욕장의 남부 해안변을 따라 소규모로 분포한 

다. 이 암석은 주변 유문암질 화산암류를 관입한 암체로서 암상은 회색 내지 

암회색을 띠며， 매우 치밀 견고하고 반정광물들은 잘 관찰되지 않는다. 

각력질 역암 

각력질 역암은 영광원자력발전소 배수로 남측 사면부에 북동-남서 방향으로 

소규모 대상 분포한다. 이 암석은 적색의 점토질 사암물질로 구성된 기질내에 

크기가 수 cm에서 수십 cm에 이르는 다양한 성분의 각력질 화산암편을 함유 

하며， 분급이 매우 불량한 편이다. 이 각력질 역암은 화산활동 중에 화산체 주 

변의 물질들이 사면사태로 재동되어 쇄설류 (debris flow)에 의해 운반 퇴적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노파이어 ( Granophyre) 

이 암석은 영광원자력발전소 부지의 북측 해안가에 소규모로 관입 분포한다. 

암색은 홍색 내지 적홍색을 띠며， 작은 양의 반정광물들이 육안으로 관찰된다. 

샤서 ull 아르 
[수。-， 0 11 

이 지역의 암맥은 주로 규장암 및 석영반암 등과 같은 산성 맥암류으로 주 

로 구성된다. 특히 선운사 화산암체의 서측 경계부를 따라 평행하게 규장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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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맥암이 남 북 내지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관입되어 있는데， 이 암체의 

일부가 충적층에 덮여 있어 단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지만 그 총 연장은 최소 약 

6k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지역내 산성 맥암들의 관입 방향은 전반적으로 NI0 0 E - N15 0 W 방향 

이 가장 우세 하며 , 그외 N40 0 
- 60 0 E , N40 0 

- 60 0 W의 방향의 것 들도 흔 

히 관찰된다. 

(4) 충적층 

제4기 충적층은 주로 화강암 및 편마암 분포지에 넓게 발달되어 있는 경향 

이 뚜렷한데， 특히 서해로 유입되는 구암천， 와탄전 및 불갑천 유역 주변에 넓 

은 평야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고창군 심원면-해리면-상하면의 해안변에도 넓 

게 발달한다. 그리고 해안의 조간대를 따라서는 주로 빨로 이루어진 퇴적물이 

두껍게 분포한다. 

다. 지질구조 

조사지역에 발달되어 있는 지질구조들은 지층의 지질시대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한다. 편마암 및 변성퇴적암류에는 엽리구조들이 우세하게 발달하며， 이들 

엽리의 방향성을 변위시킨 습독구조가 관찰된다. 반상화강암에는 소위 영광전 

단대라 일컬어지는 연성전단대가 형성되어 있어 전단대내의 화강암은 압쇄엽리 

구조가 발달된 변형화강암으로 전이되어 있다. 그리고 조사지역의 변형작용 중 

에서 최후기에 형성된 것으로 해석되는 단층과 백악기 암체내의 화산활동과 관 

련된 구조들이 관찰된다. 

(1) 엽리구조 및 층리 

편마암내에서 관찰되는 엽리구조는 편리구조 또는 편마구조로 관찰되며， 그 

주향은 동북동 내지 북동 방향이 주를 이루며， 북서쪽 또는 남동쪽으로의 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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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고각에 이르는 다양한 경사 변화를 보인다. 

법성포 인근지역에서 관찰된 바에 의하면， 법성포 화산암체의 지층 경사는 

편마암과의 경계부에서는 매우 급하나 화산암체의 중심으로 갈수록 점점 감소 

하여 거의 수평에 이른다. 환상으로 분포하는 화산암체 발달과 화산체 중심부 

쪽을 향하여 경사진 지층의 방향성은 화산활동과 이에 관련된 화산체 중심부의 

함몰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2) 연성전단대 

반상화강암체내에는 한반도에 분포하는 주요 연성전단대 중의 하나인 영광 

전단대가 발달되어 있는데， 그 연장의 일부가 조사지역내에 포함된다. 불갑저수 

지 부근에서부터 염산면 가음산까지 거의 동 서 방향으로 발달하는 전단대의 

최대 폭은 약 3km 정도이고， 서쪽으로 갈수록 약 2km 정도까지 감소한다. 화 

강암체내에서의 전단대의 존재는 압쇄엽리의 발달 및 연성전단작용에 수반된 

구성광물의 입도감소 현상으로서 알 수 있다. 전단대의 중심부은 불갑저수지와 

연한 22번 국도변에서 잘 관찰되며， 이곳의 화강암은 심한 압쇄작용의 영향으 

로 압쇄조직의 강도가 매우 강하여 원암의 조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어 있으며， 외견상 세립의 편암질암으로 관찰된다. 전단대의 중심으로부 

터 멀어져 갈수록 입도는 서서히 증가하여 그 경계부에서는 미약한 엽리구조만 

을 보이다가 결국 변형작용을 전혀 받지않은 괴상의 균질한 반상화강암으로 전 

이한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영광전단대는 우수향의 주향이동성 연성전단대라 

알려져 있다. 압쇄엽리구조의 주향은 전단대와 거의 평행한 N70 0 E-E-W 방 

향이며， 그 경사는 남동쪽으로 70。 이상의 고각을 이룬다. 그리고 엽리면상의 

광물선장선구조의 대부분은 서쪽으로 20。 이하의 낮은 침강각을 갖는 방향성을 

보인다. 압쇄암에서 관찰되는 S/C 면구조 및 장석 반상쇄정의 회전양상과 같은 

비대칭 전단구조들은 모두 일관되게 우수향의 전단감각을 지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엽리와 신장선구조의 방향성 및 전단구조들을 고려해 볼 때， 영광전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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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성과 관련된 연성전단작용은 거의 주향이동성 운동의 영역하에서 진행되 

었음을 시사한다 

라.단층 

이 지역에서 그 존재가 확인 또는 예상되는 단층들은 남-북 방향의 것들인 

데， 이 단층들의 성인적 특성을 광역적으로 고찰해 볼 때， 조사지역의 이동부에 

발달되어 있는 광주단층과 연관지을 수 있다. 광주단층은 한반도 남서부 지역 

에 장성 영광 함평 무안을 잇는 연장을 따라 북동 남서 방향으로 발달되어 있 

는 대규모 단층으로서 백악기에 형성된 좌수향의 주향이동성 단층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단층과 인접한 조사지역은 백악기 동안 동일한 조구조적 환경하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광주단층의 방향 및 이동감각에 근거해 볼 때， 단층운 

동 당시에는 남-북 방향의 압축응력이 우세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조사지역에 발달된 백악기의 남→북 방향 단층들의 구조적 특성을 이와 연관 

지어 예측해 볼 때， 이 단층들은 신장성 성분이 우세한 정단층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야외조사에서 이를 뒷받침 하는 증거들이 직접 확인되었다. 

남-북 방향의 단층은 백악기 법성포 화산암체의 동측 경계부에， 그리고 염 

산면과 군남면 지역에 발달되어 있다. 법성포 화산암체의 동측 경계를 따라 형 

성된 남 북 단층은 화산암류가 분포하는 그 서측 지괴가 상대적으로 하강한 정 

단층으로 인지되며， 성인적으로 화산암체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염산면 지역의 남-북 단층은 동 서 방향의 전단대를 절단하면서 발 

달하고 있는데， 이 단층과 평행한 인근의 소단층들을 관찰한 바에 의하면 단층 

대을 따라 산성암맥이 관입되어 있는 것이 군남면 동윌리에서 관찰된다. 조사 

지역에 분포하는 암맥류의 관입이 남-북 방향을 따라 가장 우세하게 일어났다 

는 사실과 더불어 남-북 방향의 단층대를 따른 암맥의 관입현상은 이 방향의 

단열구조들이 신장성 단열임을 지시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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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리원자력 발전소 지역 

가. 지형 및 수계 

조사지역의 지형은 각 암체의 지질특성은 물론 지구조적인 요인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발달하여 있다. 이 지역은 동해안에 연접하여 남주하는 태백산맥 

의 남단으로 비교적 험준한 산세를 보인다. 각 암체별로 보여주는 지형의 특징 

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백악기의 화산암류와 화강암류의 분포지역은 비교적 험 

준하고 가파른 산세의 고지형이 형성되어 있는데 반하여， 백악기의 퇴적암류는 

구릉지나 완만한 지형을 이루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동래-울산간 국도를 따른 동래단층곡의 서측으로는 이 지역에서 가장 

가파른 지형을 이루고 있다. 원효산(922m)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달리는， 부
 
’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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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대운산(742m)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달리는 산맥이 이 지역에 발달한 북 

북동방향의 2조의 계곡과 병행하여 발달되며 이들을 분수령으로 하여 거의 동 

서방향의 지맥들이 분기한다 

조사지역의 서부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화강암은 이 지역에 가장 넓은 분포면 

적을 갖는 암체이다. 이 지역의 화강암은 일반적으로 풍화에 대한 저항도가 매 

우 낮아 전체적으로 높은 지형을 이루나， 울산단층곡을 따라서는 단층대를 따 

른 풍화의 가속화로 완만한 저구릉지나 평야지형이 우세하게 발달되어 있으며， 

구릉지의 풍화섬도는 보통 수 십m 이상인 곳이 대부분이다. 

조사지역내 대부분의 수계는 모두 수지상으로 발달하여 있으며， 주요 수계를 

북부 지역에서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계는 거의 남북내지는 북북동방향 

으로 발달된 계곡과 병행하여 흐르는 양산천과 회야강이 이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한 하천이다. 양산천은 남류하면서 동서방향에서부터 유입되는 곡천틀을 

합류하여 양산시를 지나 낙동강 하류로 유입된다. 회야강은 창기리를 지나 곡 

천리까지는 이에 유입되는 곡천들을 합류하며 북류하나 석계동을 통과하는 지 

점부터는 사행하여 수계방향을 남으로 바꾸어 울산시 온산의 진하동을 지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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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 유입되며， 그 하류부는 충적평야가 발달한 지역을 따라 흐른다. 이들 하 

천유역을 따라서는 그 부근에 넓은 충적평야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사행 

천을 이루고 있는 회야강의 하류부는 조사지역의 하천들 중에서 가장 넓은 충 

적평야지가 발달되어 있다. 

나. 지질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에 분포하는 지질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20km내 지역에 대한 지질도가 작성되었다 (그림 2- 2). 이 지역 

의 지질도 작성을 위하여 기발간된 부산 · 가덕도폭 (장태우 외， 1983), 동래 · 

월래도폭 (손치무 외， 1978) 양산도폭 (이민성과 강필종， 1964), 방어진도폭 (박 

양대와 윤형대， 1968)을 참조하였으며， 이들 지질도폭이 발간된 이후의 수정되 

어 발표된 논문이나 보고서에 의해 그리고 직접 야외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수 

집된 자료들을 기초로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되었다. 

조사지역에 분포하는 지질은 백악기 퇴적암층인 울산층을 최하위 기반암으 

로 하여 백악기 경상분지의 유천층군에 대비되는 화산암류와 백악기말 내지는 

신제3기초의 화강암류가 이를 관입하고 있으며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2은 이 지역에 분포하는 각 암체 및 제 지층들의 지질계통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0) 백악기 퇴적암 

울산층(방어진도폭) 또는 이천리층(동래 · 월래도폭)이라 알려진 퇴적암층으 

로 주로 회색사암， 저색사질셰일， 저색셰일로 구성되며， 서로간에 호층을 이루 

면서 층리를 잘 발달시킨다. 이 지역에서 최고기의 암석으로 양산도폭(964)에 

서는 대양동층으로 명명되고， 진동리도폭과 마산도폭의 함안층에 대비되었다. 

울산도폭(968)과 방어진도폭(968)에서는 울산층이라 하고 대구층에 대비하였 

으며， 언양도폭(972)에서는 대구층의 중부에 해당하는 반야월층에 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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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지질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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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경상누층군의 하양층군의 퇴적암류이다. 이 암층은 조사지역의 북부에 

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중동부에서도 분포한다. 화강암의 주변부에는 관입 

에 따른 접촉열 변성작용의 산물인 호온펠스가 분포한다. 

이 지층은 백악기의 화산활동이나 화성활동에 의하여， 그리고 단층운동에 수 

반되어 지층들이 완만하게 습독작용 내지는 경동작용을 받아 15。 이내의 지배 

적인 지층경사를 보인다. 대체로 북동내지는 북북동방향의 주향에 남동방향으 

로 완만한 경사를 보인다. 

(2) 백악기 화산암류 및 관입암류 

퇴적암이 퇴적된 이후의 화산활동에 의해 유천층군의 화산암류가 분출 · 관 

입한다. 하위의 안산암질암류와 상위의 유문암질암류로 구분된다. 안산암질암류 

는 이들을 다시 규장반암과 장석반암이 관입하며 이들은 소위 불국사통의 산 

성심성암 및 반심성암류에 의하여 관입되고 있다. 상기한 각 암체들의 지질 특 

성은 다음과 같다. 

안산암질암 

유천층군 화산암류의 하위에 나타나는 안산암질암류로 도폭에 따라 래피리 

응회암류나 원효산함각력안산반암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이 지역의 중부등에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안산암질암은 백악기말의 퇴적층을 분출 및 관입하고 있 

으며， 후의 심성내지는 반심성암에 의해 관입되고 있다. 이들 안산암류는 각처 

에서 유상구조가 관찰된다. 일반적으로 비현정질 암상을 보이는 주산안산암질 

암은 안산암질암의 하위에 분포한다. 원효산 함각력안산반암은 원효산 북동역 

의 북북서방향 지역 그리고 대운산→삼각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넓게 분포한 

다. 이 암석은 주산안산암질암의 분출， 고결후 분출시기를 달리하여 전자를 분 

출， 피복한다. 기질은 주산안산암질암과 유사하나 vitric tuff질인 암석으로 암 

회색 내지 청암회색으로 장석반정을 가지며 기존 암석의 암편 및 각력들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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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함이 특정적이다. 이 각력들의 크기는 최대 40cm에서 수 mm로서 이를 포함 

하는 부분과 뚜렷한 경계를 보인다. 견고하고 치밀한 세립질의 이 암석은 장석， 

휘석 및 각섬석의 반정을 보이기도 하며 야외에서는 외관상 녹색계통의 색을 

보이는 것이 큰 특징이다. 상위의 유문암질암류는 암회색을 띠므로 구분이 된 

다.K 장석의 경우 안산암질암류에서 유문암질암류로 가면서 현저히 증가한다. 

유무바얀 ” ‘二_ '- u 

유천층군 화산암류의 상위에 나타나는 유문암질암류로 부산시의 장산일대와 

기장면의 고리 -월내리일대에 걸쳐 분포한다. 장산일대에서는 주로 래피리응회 

암을 덮고 있으며， 고리 -월내리지역에서는 안산암질암류의 조면안산암을 덮고 

있다. 암색은 암회색 바탕에 흰 장석반정이 발달하며， 녹색 석영안산암과 셰일 

의 호온펠스화된 각력을 포함한다. 1- 3mm 정도의 석영입자가 다량 함유되어 

석영반암이나 화강반암에 유사한 조직을 보이기도 하나， 불규칙한 깨짐이 장석 

반정과 대조적이어서 구분이 가능하다. 반상조직을 보이며， 반정으로는 석영， 

정장석， 사장석 및 소량의 각섬석 등이 나타난다. 석기는 미정질 혹은 유리질의 

석영， 장석， 화산회 등으로 구성되고， 견운모， 자철석 등을 수반광물로 포함한다 

(손치 무 외 , 1978). 

장석반암 

이 암석은 주산암산암질암과 원효산함각력안산암질암의 경계부를 관입하고 

있어 안산암류보다는 후기로 화강섬록암에 의하여 관입된다. 북측의 해안을 따 

라 북동 방향으로 소규모 분포한다. 암석의 색은 담청색으로서 장석질 반정을 

함유하며， 용결조직이 잘 관찰된다. 

화강섬록암 

기장군 정관과 석산리 등지에 분포한다. 인접한 백악기 퇴적암층과 안산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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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을 관입하고 있다 흑운모의 함유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각섬석이 유색광 

물로 함유한다. 경하에서는 반상변정조직을 보인다. 조암광물로는 사장석， 석영， 

정장석， 각섬석， 녹니석， 자철광， 자류철광 및 인회석 등이 함유한다. 반상변정 

은 사장석이다. 석영은 약 20%를 차지하며， 사장석은 약 35%를 차지한다. 정장 

석과 석영이 문상조직을 갖는 것등으로 보아 불국사화강암류 보다는 마산암류 

에 속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손치무 외， 1978). 

흑운모화강암 

조사지역의 서부， 특히 동래단층의 서편에 넓게 분포한다. 백악기 퇴적암과 

안산암류를 관입하며 포획하고 있다. 각섬석화강암 또는 화강섬록암이 연변부 

에 나타나 불국사화강암류의 최종분화암체라는 것을 시사한다 (손치무 외， 

1978). 일반적으로 중립질인 입상으로 육안상 석영， 장석 및 흑운모 등의 조암 

광물이 식별된다. 안산암류의 관입접촉대에서는 평균 50cm- 10cm 내외의 기존 

암을 포획암으로 함유하고 있다. 포획된 부분은 외관상 암녹색을 보이며 다량 

의 침상의 각섬석이 밀집되어 섬록암질암에 유사한 암상이다. 

미문상화강암 

조사지역의 남서부인 부산시 동래구 부곡동， 두구동， 반송동등에 분포한다. 

인접하는 안산암질암， 흑운모화강암 등을 관입한다. 이 암석은 인접한 흑운모화 

강암으로 점이적 변화현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즉 흑운모화강암으로 접근함에 

따라 입도는 증가하고 연분홍색의 장석의 함량이 감소하는 동시에 백색 장석의 

양이 점차로 증가한다. 경하에서는 특징적인 미문상조직을 보이며， 부분적으로 

미아롤리틱조직을 보여주기도 한다. 주구성광물은 카리장석과 석영이며， 사장 

석， 백운모， 흑운모， 자철석 및 저콘 등이 수반광물로 함유된다. 

각섬석화강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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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생 북동부 일원과 및 대정리에 주로 분포하므로 서생각섬석화강암과 대정 

리각섬석화강암이라 한다. 백악기의 퇴적암층인 울산층과 안산암류를 관입한다. 

울산시 삼평리와 원산리부근에서는 화강섬록암에 의하여 관입당한다. 흑운모화 

강암과는 점이적이다. 야외에서의 양상은 매우 균질하고 중립질이며， 연분홍색 

의 장석이 특히 다량 함유한다. 유색광물로는 녹색의 각섬석이 함유된다. 주구 

성광물로는 석영， 정장석， 사장석， 각섬석 및 흑운모 등이며 부성분 광물로는 

인회석， 저콘， 녹니석， 백운모 및 자철석 등이 나타난다 

화강섬록반암 

조사지역의 북동부인 서생 북서부와 온양 동남부와 서남부에서 동해로 유입 

하는 회야천변을 따라 소규모로 분포한다. 이들은 울산층과 안산암질암 그리고 

울산시 삼평리 부근에서 각섬석화강암을 관입 포획한다. 따라서 불국사 화강암 

류 가운데 말기에 관입한 반심성암류이다(박양대와 윤형대 1968). 암색은 회색 

내지는 담홍색을 띄며， 1 -4mm의 장석의 반정을 가지며 소량의 각섬석을 함유 

한다. 각섬석의 양이 증가하면 회록색의 암색을 보인다. 경하에서는 반상조직을 

보이며 조립의 석영 정장석 미사장석 사장석과 드불게 각섬석의 반정을 가진 

다. 

반화강암 

내원암 부근에 원효산함각력안산반암을 타원상으로 관입 분포한다. 이 암의 

암색은 담홍황색이다. 비교적 세립질로서 장석 및 석영립이 식별된다. 다수의 

작은 공극을 가지며， 주변으로부터 석영의 소결정들이 돌출하여 현저한 미아롤 

리틱구조를 보인다. 

ul1 01-흐르 
-, I그 ” 

염기성암맥， 각섬암맥， 안산암질 암맥 그리고 산성암맥 등이 주로 이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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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에 소규모로 관입하고 있다. 이들은 울산층과 안산암질암을 주로 관입하 

고 있다. 

(3) 제4기 충적층 

주로 양산천과 회야강변에 분포하며， 주로 점토， 사 그리고 역등으로 구성되 

는 하성퇴적층이다. 그리고 해안을 따라서는 제4기의 단구퇴적층이 주로 원마 

도가 높은 해안의 잔자갈로 구성되며 3단 이상이 관찰된다. 

다. 지질구조 

(1) 층리 

이 지층은 백악기의 화산활동이나 화성활동에 의하여 그리고 단층운동에 수 

반되어 지층들이 완만하게 습곡작용 내지는 경동작용을 받아 15。 이내의 지배 

적인 지층경사를 보인다. 대체로 북동내지는 북북동방향의 주향에 남동방향으 

로 완만한 경사를 보인다. 이들은 화강암류의 관입에 의해 접촉부를 따라 완만 

하게 층리면의 주향이 변하는 양상을 보인다. 

(2) 단층 

조사지역에 발달되어 있는 지질구조들은 단층이 주를 이루며， 파쇄면으로 사 

료되는 선상구조들이 발달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그 존재가 확인 또는 예상되 

는 단층들은 주로 북북동 방향의 것들인데， 이 단층들의 성인적 특성을 광역적 

으로 고찰해 볼 때， 조사지역의 서부에 발달되어 있는 양산단층과 연관지을 수 

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뚜렷한 단층은 북북동 방향의 동래단층으로 양산도폭 

(이민성과 강필종， 1964)에서는 오복단층으로 이름이 붙여진 바 있다. 그 뒤 울 

산단층으로 사용된 바도 있으나， 현재는 동래단층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래단층 

의 동측으로 동해안선 부근을 따라 달리는 일광단층도 북북동으로 발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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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모두 신제371 초에 주로 우향의 전단력에 의해 형성되어진 단층들로 알 

려지고 있다. 이들 단층의 방향 및 이동감각에 근거해 볼 때， 단층운동 당시에 

는 북동 남서 방향의 압축응력이 우세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 

사지역에 발달된 북동 남서방향의 선상구조들은 이 동안 북북동 방향 단층들에 

규제된 지괴내에서 부수적으로 발달한， 신장성 성분이 우세한 단층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단층과 선상구조들은 15Ma의 이후에 동-서방향의 압축 

력이 우세한 환경하에 놓이게 됨으로 좌향의 운동과 압축성 구조운동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러한 압축성구조운동의 증거가 야외 

조사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류충렬과 김인수， 1997). 

(3) 제4기 단층운동 관련 구조 

이들 지역에서 제4기의 단층운동의 증거가 관찰된 적은 없다. 그러나 서측의 

양산단층대를 따라서， 그리고 북쪽의 울산단층대와 동해안을 따라서 제4기의 

단층운동의 증거가 보고됨에 비추어 이들 지역에서도 이러한 압축운동의 영향 

이 작용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저11471 의 운동의 존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3. 월성원자력 발전소 지역 

가. 지형 및 수계 

부지를 기점으로 반경 20km 내는 한반도 동해안 지역에 위치하며 경상북도 

와 울산광역시 일부지역이 해당된다. 조사지역의 지형은 각 암체의 지질특성은 

물론 지구조적인 요인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발달하여 있다. 각 암체별로 보여 

주는 지형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백악기의 퇴적암류， 화산암류와 화강암 

류의 분포지역은 비교적 험준하고 가파른 산세의 고지형이 형성되어 있는데 반 

하여， 제371 의 화산암류나 퇴적암류는 구릉지나 평야지와 같이 낮고 완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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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이루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울산 경주간 7번 국도를 따른 울산단층콕의 양측으로는 이 지역에서 

가장 가파른 지형을 이루고 있다. 이 지역내에는 산사면의 경사가 매우 가파른 

토함산(745.lm) ， 삼태봉(629.lm) ， 동대산(444.0m)으로 연결되는 불국사산맥이 

거의 남북방향으로 조사지역의 중서부지역에 위치한다. 이 산지의 서측은 단층 

애상의 급사면을 이루고 있으며， 울산단층 동측지역에 비대칭적인 계곡사면이 

형성되어 있고， 울산단층의 서측보다는 동측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도를 유지하 

고 있다. 

반면， 울산단층대의 동편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지역은 주로 제3기 암층의 분 

포지역으로서 전반적으로 사면의 경사가 완만한 저구릉지와 평야지가 발달하여 

있으며， 해안을 따라서는 해안단구가 계단상으로 단속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그 

러나 백악기 퇴적암층과 석영안산암은 치밀 견고하여 국지적으로 가파른 능선 

과 협곡을 이루기도 한다 

조사지역의 서부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화강암은 이 지역에 가장 넓은 분포 

면적을 갖는 암체이다. 이 지역의 화강암은 일반적으로 풍화에 대한 저항도가 

매우 낮아 전체적으로 높은 지형을 이루나， 울산단층곡을 따라서는 단층대를 

따른 풍화의 가속화로 완만한 저구릉지나 평야지형이 우세하게 발달되어 있으 

며， 구릉지의 풍화섬도는 보통 수 십m 이상인 곳이 대부분이다. 

조사지역내 대부분의 수계는 모두 수지상으로 발달하여 있으며， 울산단층곡 

을 따라 북북서에서 남남동으로 흘러 울산만으로 유입하는 하천인 동천을 제외 

하면 대부분 그 연장길이가 짧으며 대체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흘러 동해로 유 

입된다. 이러한 하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상류부가 부채꼴로 되어 유역면적이 

넓은 대종천， 그리고 나아천， 유천， 관성천 등이 있다. 이러한 하천들의 북소-남 

동방향의 발달은 이 방향을 따라 발달한 주향이동단층의 영향인 것으로 해석된 

다. 유역의 면적과 충적평야의 발달은 동천을 따라서 넓게 발달하고 있으며， 그 

외의 하천을 따라서는 소규모로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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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을 따라 국지적으로 제4기 해안단구가 분포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유 

수에 의하여 침식되었으나 상당부분은 평지를 이루면서 보존이 되어 농경지나 

목초지로 이용되고 있다. 여러 단구 가운데에서도 제2단구면과 제3단구면의 발 

달이 뚜렷하다. 

나. 지질 

월성원자력발전소 주변에 분포하는 지질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20km내 지역에 대한 지질도가 작성되었다 (그림 2- 3). 이 지역 

의 지질도 작성을 위하여 기발간된 울산도폭 (박양대와 윤형대， 1968), 어일도 

폭 (최 위 찬 외 , 1988), 조양도폭 (立岩 嚴， 1924) , 연 일 도폭 (立岩 嚴， 1924), 을 

참조하였으며， 이들 지질도폭이 발간된 이후에 수정되어 발표된 논문이나 보고 

서에 의해， 그리고 직접 야외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기초로 수 

정 및 보완하여 작성되었다. 

한반도 동남부 제371 마이오세 분지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기반암은 하위로 

부터 백악기 경상분지의 충전물인 경상누층군 (Chang , 1975)의 울산층과 불국 

사 화강암류 그리고 고제371 (Paleogene)의 석영안산암 내지 유문암질 화산암 

류로 구성된다. 이중 경상누층군은 일부 유천층군의 화산암류를 제외하고는 대 

부분 하양층군의 퇴적암류로써 대구도폭의 대구층 그리고 마산도폭의 함안층 

에 대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박양대， 윤형대， 1968) 후기의 화성활동에 

의해 대체로 호옹펠스화 되어 있다. 불국사화강암류는 대부분 울산단층대를 따 

라 분포하고 있으며， 동편의 제3기분지지역 내에서 소규모의 암주상으로 분포 

한다. 이들 화강암류에 대한 절대연령측정 결과들(Jin et a1., 1984; wlsaudtlr 

emd, 1990, 1991; Lee et a1., 1995; 김근수 외， 1995; 신성천， 진명식， 1995)은 백 

악기 말에서 신생대 초 (약 70-40Ma) 이다. 석영안산암 내지 유문암질 화산암류 

는 윤선 (988)에 남부의 제3기 화산 의해 황산석영안산암질화산암류 (혹은 황 

산층; Yoon, 1990, 1992)로 명명되었으며， 한반도 동암 중 최고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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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오세 내지 에오세의 것이다 (46- 57Ma; 진명식 등， 1988, 1989). 

기반암과 부정합 관계로 퇴적된 분지 충전물은 모두 마이오세 암석들로써， 

지질시대에 따라 장기통과 연일통으로 구분될 수 있다 (立岩 嚴， 1924). 장기통 

은 전기 마이오세의 것으로 산성 및 염기성 화산암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으며 하성 Wuviatile) 및 호성 Oacustrine)퇴 적 물들이 교호되 고 잇 다. 이 들 지 층 

들은 주로 포항분지를 제외한 그 남쪽의 도처에 분호하고 있다. 반면， 연일통은 

중기 마이오세의 것으로 대부분 화산물질을 포한하지 않은 해성 (marine) 퇴적 

물로 구성되며， 어일， 정자 그리고 울산분지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포항 

분지 에 서 분포한다 (윤선， 1988; Yoon , 1990). 

이들 마이오세 지층들은 암상을 근거로 하여 장기통은 장기층군과 범곡리층 

군， 연일통은 연일층군으로， 모두 3개 층군으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층군들의 상대적인 지질시대에 관한 견해는 최큰의 여러 절대연령측정 결 

과들 (진명식 외， 1988, 1989; 이현구 외， 1992; Yun et a1., 1997)에도 불구하고 

크게 2가지로 상반되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즉， 면저 立岩 磁 (1924)를 시작 

으로 장기층군 상부에 부정합적으로 범곡리층군이 놓인다는 견해가 있으며 (이 

현구 외， 1992) , 이와는 반대로 t岩 歐 (1924)의 장기층군과 범곡리층군을 새 

로이 구분하고 범곡리층군 상부에 장기층군이 부정합적으로 놓인다는 의견이 

주장괴 고 있다 (윤선， 1988; Yoon , 1990, 1992, 1997; 김 광호， 도성 재， 1994). 

한편， 최근에는 범곡리층군과 장기층군이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없이 서로 직 

교 Gnterfingering)하고 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Yun et a1., 1997). 한편， 

제3기분지 지역 전역에 걸쳐 넓게 분포하고 있는 안산암 내지 현무암질 화산암 

류에 대한 절대연령 측정결과들을 종합하면 (Kim et a1., 1986; 진명식 외， 

1988, 1989; Han , 1989; 이 현 구 등， 1992; Song et a1., 1997) , 약 14-22Ma로 이 

지역에서 이들 화산활동은 전기 마이오세부터 중기 마이오세에 이르기까지 약 

8-9백만 년이란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현구 외， 1992). 

또한， 이들 화산암류를 대상으로한 지화학적 연구결과들 (이현구 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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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et al., 1997) 에서는， 포항분지 이남의 것들은 K- Ar 연령이 16-22Ma이며 

준알칼리 (subalkali) 계 열로 분류된 반면 포항분지 중부에 소규모로 분포하고 

있는 현무암은 K- Ar 연령이 13.6- 15.2Ma로 보다 신기의 것으로써 알칼리 계열 

로 분류되고 있다 .. 

제3기분지 지역에서 밝혀진 화석연령은 주로 연일층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포항분지에서 Kim (1990)은 석유시추코어에 대한 부유성 유공 

충연구를 통하여 최고기 퇴적암의 연령을 17.6Ma로 보았으며， Yi (1992) 및 Yi 

and Yun (1992)은 석회질 초미화석 연구로부터 연일층군의 퇴적시작을 16.7Ma 

와 16.5Ma로 보고한 바 있다. 한편， Yoon (1976a, 1976b)은 포항이남의 어일분 

지와 정자분지에 분포하는 사암층을 대상으로 Vicarya - Anadara 화석군을 연구 

하여 그 지질시대를 중기 마이오세 초로 환경을 기수성 (brackish) 내만으로 

보고한 바 있다. 

조사지역에 분포하는 지질은 백악기 퇴적암층인 울산층을 최하위 기반암으 

로 하여 백악기 경상분지의 유천층군에 대비되는 화산암류와 백악기말 내지는 

신제3기초의 화강암류가 이를 관입하고 있으며 신제371 의 화산암류와 이에 

수반된 화산쇄설성 퇴적암류， 분지내 쇄설성 퇴적암류， 그리고 저114기 홍적층과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3은 이 지역에 분포하는 각 암체 및 제 지층 

들의 지질계통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1) 백악기 퇴적암류 

백악기의 퇴적암류는 울산층과 호온펠스 그라고 각력암으로 구성된다. 이들 

암석은 중생대 백악기말의 경상계 상부 퇴적암층의 일원으로 백악기말 내지 제 

3기초의 화성활동에 의해 호온펠스화되었다. 이 지역의 기저층으로 광범위하게 

산재한다. 대부분의 암석은 변질되어 있지만 방어진 부근은 변질정도가 낮다. 

주로 흑색 내지 암회색 그리고 암갈색 내지 적색의 셰일과 실트스톤 및 회색 

내지 녹회색의 세립 -조립 사암으로 구성되며 역질과 응회질사암이 협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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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월성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지질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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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의 주향은 곳에 따라 변하나 대체로 북동방향이며， 북서방향으로 약 

40。 경사한다. 특히 연구지역의 남단인 방어진 부근에서는 화강암의 관입에 

영향을 받아 주향방향이 접촉부의 방향에 평행하게 달린다. 각력암은 비교적 

울산층의 하부에 협재되는 것으로 울산시 병영 서북방 약 800m 지점과 농소면 

천곡리 서북부에 소규모로 분포한다. 

주로 흑운모 화강암에 의해 관입당한 연변부에 국부적으로 발달한다. 상부 

의 응회질 셰일과는 점이적 관계를 보인다. 각력들은 대부분 자색셰일이며， 녹 

색의 화산암편 및 백색의 석회암으로 구성되며， 각력의 크기는 직경 2- lOmm 

이며 20-30mm의 것도 있다. 

(2) 백악기 안산반암 

울산도폭에서 대안 안산반암으로 불리는 것으로 조사지역의 남부인 대안리 

와 매곡리 일대에 분포한다 울산층을 관입한다. 흑운모화강암에 의해 관입당하 

며， 신흥재와 대안부근에서 흑운모화강암내에 포획되어 있다 (박양대와 윤형대， 

1968). 암색은 회색 내지는 녹회색을 보이며， 장석과 녹염석의 반정을 가진다. 

녹염석은 장석의 변질에 의한 것으로 흑운모화강암의 관입에 의해 2차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구성광물은 사장석， 녹염석， 견운모들로 구성되며 웅회질인 것은 

암편들을 포함한다. 부분적으로 조면질조직을 보이나， 일반적으로 반상조직을 

나타낸다. 반정들이 타형을 보이는데， 이는 분출상임을 시사한다 (박양대와 윤 

형 대， 1968). 

(3) 규장반암 

조사지역의 북부에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일반적으로 암색은 담녹회색을 보 

이며， 반상구조를 가진다. 구성광물은 석영과 사장석 및 소량의 각섬석 반정을 

가지며 석기는 세립 내지 비현정질이다. 울산층에 대비되는 백악기의 퇴적층을 

관입한다. 불국사화강암인 흑운모화강암과 화강반암에 의해 관입된다. 암질은 

” 
h 



매우 치밀 견고하고 균열이 심하며 파쇄대가 발달한다. 특히 제371 퇴적층과 단 

층으로 접하는 경계부 부근을 따라 파쇄가 매우 심하다. 

(4) 흑운모화강암 

조사지역의 주로 서부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울산층과 안산반암을 관 

입하고 있으며， 제3기의 화산암류와 퇴적암류가 이를 부정합으로 덮고 있다. 신 

선한 면은 회백색을 보이나， 풍화면은 황갈색이며， 세립 내지는 중립질이며， 등 

립질조직을 보인다. 주로 석영， 정장석， 사장석， 극운모 및 소량의 각섬석으로 

구성되어 진다. 

(5) 각섬석화강암 

울산시 범서면과 경주시 외동읍 일대에 분포하며， 울산층을 관입하여 호온펠 

스화 시키며， 또는 호온펠스를 포획하기도 한다. 전술한 흑운모화강암과는 동일 

마그마가 분화된 연변상으로 외동읍부근에서는 각섬석의 양이 증가되어 회록색 

을 보이고 범서면부근에서는 각섬석의 양이 감소되면서 흑운모를 함유하기도 

한다 (박양대와 윤형대， 1968) 구성광물은 석영， 정장석， 사장석， 각섬석과 소량 

의 흑운모， 녹니석등이다. 대체로 반자형의 입상조직을 보이며， 문상조직을 가 

진다. 각섬석들은 일부 녹니석화되고 있다. 

(6) 화강반암 

경주시 양남면 일대와 강동변 북부에도 소규모로 분포하는 반심성암이다. 울 

산층의 호온펠스， 안산반암， 규장반암과 흑운모화강암을 관입한다. 그리고 제3 

기의 화산암류와 퇴적암류에 의해 부정합으로 피복된다. 담홍색을 띠며 세립질 

의 석기에 석영과 사장석의 반상구조를 보인다. 주변부는 규장질암으로 점이적 

으로 변한다. 조암광물은 석영， 사장석， 미사장석과 부성분광물인 녹리석과 녹 

염석으로 구성되며， 석기는 미정질이고 입자가 큰 석영과 사장석은 반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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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석영반정은 반자형 내지 타형으로 크기는 1 -3mm에 달한다. 

(7) 맥암류 

연구지역에 발달하는 맥암류는 산성맥암류와 염기성맥암류로 구분되며 이들 

은 모두 울산층， 그리고 화강암류를 관입하고 있다. 산성맥암류는 대부분 규장 

암맥으로 울산층을 관입한다. 암색은 유백색이며， 풍화된 것은 황갈색을 띤다. 

세립질의 석영과 장석으로 구성된다. 염기성맥암류는 울산층과 흑운모화강암을 

관입한다. 암색은 회록-암녹색을 띠며 암산암질암맥으로 백악기의 화산활동에 

수반된 것으로 보인다 (박양대와 윤형대， 1968) , 

(8) 당사안산암 

연구지역의 동해안을 따라 국지적으로 분포한다. 연구지역의 남서부인 효문 

리부근에서는 울산층을 관입하고 저11371 의 퇴적암류인 정자역암에 의해 부정합 

으로 피복된다. 역시 남부인 강동면일대에서는 울산층과 화강반암을 관입하며 

분포한다. 조양도폭의 하서리안산암에 대비된다. 

(9) 제3기 화산암류 및 퇴 적 암류 

한반도 남동부의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선을 기준으로 그 동쪽으로 제3기 화 

산암류 및 마이오세 퇴적암류가 분포하고 있다. 이들은 울산층， 규장반암， 화강 

암， 화강반암， 당사안산암을 부정합으로 피복하며， 연구지역의 주로 동부에 광 

범위하게 분포한다. 이들은 어일분지 (김봉균， 1970)가 세분되어 장항분지， 어일 

분지， 하서분지 그리고 정자분지로 혹은 포항분지 이남의 분지인 양남분지 (윤 

선， 1988)가 세분되어 장기， 장항， 어일， 하서， 울산분지로 구분된다 (이현구 외， 

1992; 손문， 김인수， 1994) , 이들 분지들은 지리적으로는 인접하게 위치하고 있 

으나， 대부분 단층들에 의해 서로 격리， 고립되어 있고 다양한 화산활동이 수반 

되어 암상의 변화가 심한 관계로 분지간의 지층대비를 위해 특히， 층서 -고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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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lJ.岩 處， 1924; 김봉균， 1968, 1970; 전희영， 1982, 

1989; 윤선， 1988; Yun , 1986; Yun et a1., 1990; Paik et a1., 1992) , 

이 지역의 저11371 마이오세 이전의 지층은 주로 안산암질 응회암이며， 제371 

마이오세 지층들로 구분된다. 후자는 암층서학적 관점에서 크게 범곡리층군， 장 

기층군 그리고 연일층군으로 구분되어 왔다. 범곡리층군과 장기층군은 두 층군 

에 포함된 화산물질은 성분상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범곡리층군내에 

포함된 화산물질은 대부분 산성 -중성질 마그마 기원인 반면， 장기층군은 현무 

암질 마그마 기원물질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따라서， 범곡리층군은 산성 중성 

질， 장기층군은 현무암질 화산활동으로 특징지워진다. 야외증거들은 산성 중성 

질 화산활동이 현무암질 화산활동보다 선행되었음을 보인다. 즉 범곡리층군은 

장기층군보다 먼저 퇴적되었다. 범곡리층군의 대부분은 장항분지를， 장기층군은 

어일분지를 충전하고 있다. 범곡리층군은 하위로부터 와읍리응회암， 안동리층， 

용동리응회암 그리고 범곡리화산암류로 구분되며， 장기층군은 감포층과 어일층 

으로 구분된다 (김춘식 외， 1998) , 

연일층군의 정자역암은 고결되지 않은 역암， 장석질사암， 셰일로 구성되며， 

이들이 호층으로 나타난다. 역암들은 정자역암의 하부를 이루며， 분급정도가 좋 

지 못하고， 원마되지 않은 각력들로 되어 있으나， 상부에서는 비교적 역들이 원 

마되고 분급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역의 종류는 흑운모화강암， 화강반암， 규장 

암， 자색셰일， 사암， 회녹색사암， 흑색셰일 및 변질된 셰일들이다. 

(10) 제4기 홍적층과 충적층 

제4기 홍적층과 충적층은 주로 울산에서 경주간 7번국도를 따른 울산단층대 

내의 저지를 따라 넓게 발달되어 있는 경향이 뚜렷한데 특히 동해로 유입되는 

동천강 유역 주변에 넓은 평야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종천 유역에서도 발달 

한다. 그리고 해안을 따라서는 제4기의 단구퇴적층이 주로 원마도가 높은 해안 

의 잔자갈로 구성되며 3단 이상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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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질구조 

(1) 제3기 분지 관련 구조 

남한 제3기분지지역 일원에 대한 고자기학적 연구 (Kim et a1., 1986; 김인 

수， 강희철， 1989; Han, 1989; 김광호 외， 1993; 민경덕 외， 1994; 김광호， 도성 

재 1994， 김인수， 강희철， 1996; 손문 외， 1996)에서 제3기 암석들의 잔류자기 

편각들의 다수가 시계방향으로 편향되어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잔류자기 

의 편향현상은 이 지역에서 수평적인 지괴회전운동이 있었음을 지시하고 있으 

며， 인근 주요 단층들이 주향이동성 단층활동을 하였을 가능성을 암시해 주고 

있다. 한편， 동해와 한반도 제3기분지들의 형성시기가 잘 일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분지들이 대부분 동해안을 따라 발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들 분지들에서의 잔류자기의 편향현상은 근본적으로는 동해의 형성기구와 깊은 

관련을 가지 고 있음이 분명 하다 (김 인수， 1992). 

김인수 (1992)는 한반도 동남부 제3기 암석들의 잔류자기 편향현상은 중기 

에오세 -중기 마이오세에 걸쳐서 원시 동해에서 진행되었던 북북서 남남동 방 

향의 해저확장운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이 방향으로 동해의 해 

저지각이 확장됨에 따라서， 육지지각과 해양지각을 가르는 선， 즉 동해안선과 

거 의 평 행 한 동한단층 (East Korea Fault)과 양산단층 또는 울산단층을 따라 

우수향의 주향이동단층작용이 일어났고 이에 발생한 우수향 전단력 (dextral 

shear stress) 이 육상암석의 잔류자기를 시계방향으로 수평 편향시켰다는 것이 

다 (손문， 1998). 

(2) 층리 

백악기 퇴적암내에서 관찰되는 층리는 그 주향은 북북동 내지 북동 방향이 

주를 이루며， 북서쪽으로의 완만한 경사를 보인다. 화강암의 관입에 의하여 영 

향을 받아 화강암과 퇴적암의 경계에 평행한 주향과 관입암체의 바같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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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사를 보여 마치 돔상이나 배사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저11371 의 화산암 

이나 퇴적암에서는 대체적인 층리의 주향이 북동이며 백악기의 퇴적암과는 달 

리 남동쪽으로 완만하게 경사한다. 

(3) 단층 

이 지역에서 그 존재가 확인 또는 예상되는 단층들은 남 북 방향의 것들인 

데， 이 단층들의 성인적 특성을 광역적으로 고찰해 볼 때， 조사지역의 이서부에 

발달되어 있는 양산단층과 연관지을 수 있다. 양산단층은 한반도 남동부 지역 

에 발달하는 대단층으로 경주 북부에서 울산단층과 연결된다. 울산단층과 함께 

제3기초에 형성된 우수향의 주향이동성 단층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 단 

층에 인접하는 조사지역 또한 이러한 운동의 환경하에서 구조적 변천과정을 겪 

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울산단층대의 방향 및 이동감각에 근거해 볼 때， 단층운 

동 당시에는 북동-남서방향의 압축응력이 우세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조사지역에 발달된 남-북 방향 및 북서 -남동방향의 단층들은 우향의 주 

향이동성운동을 하였으며， 북동 남서방향의 단층들은 전자의 운동에 의하여 인 

장응력을 받아 정단층운동을 겪었다. 이러한 증거로 대체로 단층의 동남부가 

저11371 말의 분지성 퇴적물로 충진되어져 있음으로 알 수 있다. 실제로 야외조사 

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직접 확인되었다. 

(4) 제4기 단층운동 관련 구조 

양남면 읍천리와 수렴리에서 해안단구를 자르는 저114기의 단층이 최근 발견 

되었다. 울산단층의 동편에서도 제4기의 단층이 여러곳에서 관찰되어 최근 보 

고되었다. 이러한 단층운동은 동측의 지괴가 상대적으로 서측의 상위로 올라탄 

역단층의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동측에서부터 압축력이 제4기 동안에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의 단층운동과 관련한 변위량은 수 m 이내로 알 

려지고 있다 (이봉주 외， 1998; 최위찬 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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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울진원자력 발전소 지 역 

가. 지형 및 수계 

조사지역 일원을 지배하는 산계는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경계를 주축으로 하 

는 태백사맥의 준령들과 여기에서 분기된 소규모 산령들로서 서부의 험준한 산 

악지형과 동해안변의 완만한 구릉성 지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높은 고도의 산악지형을 이루고 있는 서부지역은 V자형 계곡과 급한 경사 

의 산사변을 갖는 지형이 우세하다. 삿갓재 (1119m) -990고지 -응봉산(998.5m) 등 

의 고봉들이 서로 연하여 발달하고 있으며， 그 외에 검봉산(681.6m) ， 천마산 

(41 1.7m) , 중봉산(739.5m) ， 장재산(515.6m) ， 아구선 (652.9m) ， 천축산(653m) 등의 

고봉들이 있다. 이에 반하여 동해와 접하는 동부지역으로 감에따라 해발고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특히 해안 인접지역은 연결성이 불량한 노년기의 구릉성 지 

형이 주를 이루고 일부지역은 고도 50m 내외의 준평원 표상을 잘 보여준다. 

조사지역의 주요 수계를 형성하는 하천들로는 북부 지역에서부터 임원천， 호 

산천， 기곡천， 부구천， 두천천， 불영천， 왕피천， 매화천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 

두 동해로 유입된다 이들 하천들은 대개 남 북 방향의 지류들을 갖고 발달하 

는 것이 특정이며， 그 유로는 곧지 못하고 폭이 좁은 계곡을 따라 형성되어 있 

다. 특히 불영천과 왕피천은 깊고 좁은 계독을 따라 곡류하는 함입곡류천을 형 

성하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울진읍 남부지역에서 동해로 흘러드는 두천천， 왕피천， 매화천을 제외하곤 

나머지 하천들은 그 본류가 모두 동 서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 두천천은 남동 

방향으로 흐르는 본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하류는 남대천으로 불리운다. 왕 

피천과 매화천의 본류는 각각 북동 및 북진하여 석류굴 부근에서 서로 합류하 

며， 다시 그 직하류에서 불영천과 합류되어 동해로 유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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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질 

울진원자력발전소 주변에 분포하는 지질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20km내 지역에 대한 지질도가 작성되었다. 이 지역의 지질도(그 

림 2-4)는 기 발간된 울진도폭 (윤석 규와 신 병 우， 1963) , 삼근리 도폭 (김 옥준 외 , 

1963), 장성도폭 (윤석규， 1967), 죽변-임원진도폭 (이종혁 외， 1993) , 삼척 -고사 

리도폭 (원종관 외， 1993) 등의 지질도폭과 김용준과 이대성 (1983)의 연구논문 

자료들을 종합하여 작성되었다. 

소백산육괴의 북단부에 위치한 조사지역의 지질은 선캠브리아의 원남층군 

및 율리층과 같은 변성퇴적암누층과 이를 관입한 화강편마암류 및 화강암류， 

캠브로-오도비스기의 조선누층군， 석탄~페름기의 평안층군， 쥬라기의 대보화강 

암류에 속하는 화강암류， 백악기의 경상누층군에 대비되는 퇴적암 및 산성 화 

산암류， 그리고 맥암류， 저113기의 화강암 및 맥암， 그리고 제4기 충적층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교적 협소한 지역내에 다양한 지질시대의 암체들이 분포하고 

있다. 

표 2-4는 관련지질도폭 및 기존 연구자료에 근거하여 울진원자력발전소 주 

변에 분포하는 선백악기 지층들의 층서관계를 상호 대비한 것으로서， 특히 여 

러 종류의 암체로 구성된 선캠브리아의 변성퇴적암누층 및 화강편마암들간의 

관계를 표기하였다. 

변성퇴적암누층은 원남층군과 이를 부정합으로 덮는 율리층으로 구성되는데 

(윤석규와 신병우， 1963; 김옥준 외， 1963; 윤석규， 1967) , 죽변 임원진도폭 (이 

종혁 외， 1993)에서는 기존 도폭의 원남층의 일부와 율리통의 연장상에 분포하 

는 변성퇴적암류에 대하여 호산리층으로 명명하고 이 층을 다시 하부의 편암 

대와 상부의 혼성대로 구분하였다. 죽변←임원진도폭과 서로 인접한 삼척 -고사 

리도폭 (원종관 외， 1993)에서는 상기한 호산리층에 대해 다른 층명을 부여하지 

않고 편암류와 미그마타이트질 편마암으로 구분하고 이를 율리통과 대비되는 

태백산통으로 기재하였으며 김용준과 이대성 (983)은 호산리층을 모두 율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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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울진원자력발전소 주변에 분포하는 선백악기 지층들의 층서 대비. 

울진도폭 장성도폭(1967) 김용준과 이대성 죽변-임원진도폭 

(1963) 삼근리 도폭(1963) (1983) (1993), 
백운모화강암 백운모화강암 

중생대 

(쥬라기) 
흑운모화강암 흑운모화강섬록암 

홍제사화강암 
------------------------------ --.. -

-관입 - -관입 - -관입 -관입 -
------------ ----- ------- ------‘ ----
석탄-페름기 평안계 평안계 

-----------------------------------
~부정합~ ~부정합~ 

------------------ -----------------
캠브로-

조선계 조선계 조선누층군 
오오도비스기 
----------.--.---.------ -----_._---

~부정합~ ~부정합~ ~부정합~ 
------------ --- ------‘ -----‘ -------

우백질 화강편마암 우백질 화강암 

홍제사화강편마암 홍제사화강암 

이천화강편마암 

화강편마암 B 
평해화강편마암 

흑운모화강편마암 

평해화강편마암 

선캠브리아 화강편마암 A 분천화강편마암 분천화강편마암 분천화강편마암 

관입 관입 -관입 - 관입 

율리통 율리통 율리통 호산리층 I 혼생대 
편암대 

~부정합~ ~부정합~ ~부정합~ 

원남통 원남통 원남통 

삼척 고사리도폭 

(1993) 

흑운모화강암 

-관입 -

평안층군 

~부정합~ 

조선누층군 

~부정합~ 

우백질 화강암 

화강암질 편마암 

태백 n월공}~Et 01 E 질 

산통 편암류 



으로 기재한 바 있다. 

이 지역의 선캠브리아 화강편마암류 상기한 변성퇴적암누층을 관입한 분천 

화강편마암， 평해화강편마암(흑운모화강편마암) , 이천화강편마암， 홍제사화강암 

등으로 구성된다. 울진도폭 (윤석규와 선병우 1963)의 화강편마암 A와 화강편 

마암 B는 각각 분천화강편마암과 흑모운화강편마암 (죽변-임원진도폭: 이종혁 

외， 1993)에 해당한다. 그리고 울진도폭 (윤석규와 신병우， 1963)의 평해화강암 

과 화강편마암 B에 대해 김용준과 이대성 (1983)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평해화강암으로 통칭하였다 죽변 임원진도폭 (이종혁 외， 1993)의 이천화강편 

마암은 흑운모화강편마암과 서로 떨어져 분포하고 있어 상호 선후관계는 알 수 

없으며， 삼척 -고사리도폭 (원종관 외， 1993)에서는 이 암체의 연장부가 화강암 

질 편마암으로 기재되어 있다. 상기한 분천화강암과 흑운모화강암을 관입한 홍 

제사화강암은 삼근리도폭 (김옥준 외， 1963) 및 장성도폭 (윤석규， 1967)에서 고 

생대 지층들을 관입한 중생대 혹은 시대미상의 화강암이라고 기재되었으나， 김 

용준과 이대성 (1983)에 의해 고생대 지층들의 기반을 이루는 선캠브리아의 화 

강암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기존의 소위 홍제사화강암체내에 선캠브리아의 우백질화강암과 쥬라 

기의 백운모화강암이 함께 복합체를 이루고 있음을 보고하고， 이 화강암 복합 

체내에서 미약한 편마상조직을 보이는 담회색 내지 회색의 화강암질암에 대해 

서만 선캠브리아의 홍제사화강암이라 다시 정의하고 분류하였다. 

우백질 화강암은 장재산 남서측사면에서 조선누층군의 묘봉층에 의해 부정 

합으로 피복되어 있음이 관찰되어 선캠브리아의 화강암체로 보고되었으나 (김 

용준과 이대성， 1983), 죽변←임원진도폭 (이종혁 외， 1993)에서는 홍제사화강암 

과 더불어 시대미상의 화강암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2-5는 이 지역에 분포하는 각 암체 및 제 지층들의 지질계통을 종합 정 

리한 것으로서， 이들의 지질특성을 지질시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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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캠브리아 변성퇴적암누층 

I 원남층군 

흑연질 원남층， 하부로부터 원남층군은 는
 

하
 

소
 「

이 지역의 최고기의 지층에 

로
 

주
 
’ 지역에 1-1-님 

dT 구분되어지며， 등의 지층들로 장군석회암 Ll.l 

^ -
픔
 

i 
<T 도

 
。펴악 

~ ~， 

분천화강편마암에 의해 덮히며 부정합으로 율리층에 의해 층군은 이 분포한다. 

관입된다 

지질계통 주변의 표 2-5. 울진원자력발전소 

우백질 화강암 

관입 

홍제사화강암 

관입 

이천화강편마암 

평 해 화강편마암(흑운모화강편마암) 
(반상변정질 편마암 협재) 

관입 

분천화강편마암 
선캠브리아 

호산리층 
(흔성대 및 편암대) 

관입 
。..， 1 三~

날디τ 

(각섬암，석회암 협재) 

부정합 

원
 
남
 층
 군
 

장군석회암 

동수독층 

흑연질 편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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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
 

。처
 「

-
중
 

제4기 

~ 부정합 ~ 

중성 맥암 

관입 제3기 

반상알칼리화강암 

- 관 입 

산성 및 염기성 맥암 

경
 상
 누
 층
 군
 

「
-
-
-
-
-
-
-
-
」

산성 화산암류(흥전층) 

- 관입 및 분출 -
백악기 

사독리층 

~ 부정합 ~ 
대
 보
 화
 강
 암
 류
 

백운모화강암 

관입 쥬라기 

흑운모화강암 

관입 

평
 안
 층
 군
 

기
-
-
-
-
-
|
|
|
」
 

τntl-λL닐츠 
--L:- 0 l...!..。

사동층 석탄~페름기 

홍점층 

~ 부정합 ~ 

막골층 

닫F
R
 

마
 뉴 

오도비스기 

조
 선
 누
 층
 군
 

-
즈
 

。처
 

D 동
 

화절층 

세송층 
캠브리아기 

프초츠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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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나츠 
i그 n 。

원남층은 흑운모편마암 및 편암， 석류석흑운모편암， 각섬석사장석편마암으로 

구성되며， 북동-남서 방향으로 수 조의 대상형태를 이루면서 분포한다. 이 층의 

일반적인 주향은 북동 방향이며， 북서쪽으로 50 0 -80。 정도 경사져 있으나 수 

직 또는 동남쪽으로 기울기도 한다. 이 층의 암석들은 변질사질암과 변질이질 

암의 호층으로부터 형성되고 부분적으로 혼성암화되어 안구상편마암， 호상편마 

암， 운모편암， 운모-규선석편암 및 세립질 화강암질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회암은 부분적으로 협재되며 이는 대부분 각섬암 및 석회규산염암으로 변하 

여 있다. 

흑연질 편암 

흑연질 편암은 울진군 서면 하원리의 밭치밭에서 근남면 수독리의 한티재 

및 수산리를 연결하는 동북동 서남서 방향으로 완만히 굴곡하면서 협상으로 분 

포하며， 대부분 북쪽으로 경사져 있다. 이 층은 주구성암석인 흑연질편암을 비 

롯하여 활석편암， 각섬석편암 및 고회암 등이 단속적으로 협재된다. 

퓨
 

수
 
’ 동

 
성류굴 주변의 장군석회암층과 연하여 분포하는 동수곡층은 주로 견운모편 

암과 천매암으로 구성되며 편리변에 거의 평행하게 염기성암맥의 관입을 받아 

암질도 점문상 또는 호옹펠스화되어 있다. 

장군석회암 

울진 남서부에 주로 분포하는 이 층은 하위의 동수곡층을 평행부정합으로 

덮고 있으며， 율리층에 의해서 부정합으로 덮힌다. 이 층은 암회색 내지 백색을 

띤 중립 내지 조립질 석회암이 주를 이루고 부분적으로 고회암이 협재된다. 쥬 

라기의 화강암과 접하는 부분은 재결정화되어 있으며 석류석 및 베스비아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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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등과 같은 스카른광물이 관찰된다. 그리고 셰일과 호층을 이루는 곳에서는 

석류석운모편암과 호옹펠스 등도 나타난다. 

L 율리층 및 호산리층 

원남층군을 부정합으로 피복하고 있는 율리층은 조사지역의 남부 및 서부지 

역을 포함하는 울진도폭 (윤석규와 신병우， 1963), 삼근리도폭 (김옥준 외， 

1963) , 장성도폭 (윤석규， 1967) 등에서 사용된 지층명으로서， 인접한 죽변 임원 

진도폭 (이종혁 외， 1993)의 호산리층， 그리고 삼척 고사리도폭 (원종관 외， 

1993)에서 태백산통으로 기재된 편암류와 미그마타이트질 편마암과 층서적으로 

서로 대비되는 지층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 및 지질도에서는 상기 조사자들의 

견해에 맞추어 조사지역의 서부 및 울진 이남부에 분포하는 것을 율리층으로， 

그리고 울진 이북부에 분포하는 것에 대해 호산리층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 

고 호산리층은 다시 하위의 편암대와 상위의 혼성대로 세분하여 표기하였다. 

츠
 
。

미
 넉 

율
 

율리층은 조사지역 서부의 울진군 서면 소광리 이서부와 남부의 천축산 부 

근에 소규모로 대상 분포하며， 회색 내지 암회색의 운모편암， 흑운모석영편마 

암， 천매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측면연장이 불량한 석회암층과 각섬암질암이 단 

속적으로 협재되어 있다. 각섬암질암의 일부는 화성기원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 

다. 

편암류에는 3-20rnm에 이르는 반상변정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의 구성광물 

은 홍주석， 근청석 및 경녹니석 (chloitoid) 이다. 규선석복운모편암은 방향성있게 

신장된 석영과 섬유상 또는 인편상의 흑운모， 규선석 및 많은 포유물을 갖는 

미사장석과 백운모로 구성되어 있다 규선석은 섬유상조직을 보이고， 흑운모에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나 때로는 능형의 결정형을 갖고 포유물을 포함하기도 한 

다. 흑운모석영편마암은 그라노블라스트조직을 보이는 석영， 미사장석， 사장석 

야
 ω 



결정 사이에 인편상 흑운모의 정향배열로 인한 편리조직을 보여준다. 

호산리층 

이 층은 조사지역의 북부에 광역적으로 분포하며， 울진읍 이북부에도 수 곳 

에서 산점상으로 분포한다 이 층은 하위의 편암대와 상위의 혼성대 (또는 혼 

성암대)로 구분된다. 

편암대는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에서 통해안변의 울진군 북변 나곡리까지 주 

로 기독천과 그 인접지역에서 거의 동-서 방향으로 동방향의 주향을 갖고 분포 

하며， 죽변면 지역에도 소규모 암체들이 산재한다. 편암대의 하부는 각섬석편암 

을 협재한 운모편암으로 주로 구성되는데 반하여， 그 상부는 석영견운모편암이 

주구성암석이며 이에 석영편암 및 운모편암이 협재된다. 

혼성대는 이질 및 사질 기원의 변성퇴적암내에 많은 양의 화성물질이 주입 

되어 부분적으로 미그마타이트화되어 있고， 광역적으로는 주입편마암， 호상편마 

암， 미그마타이트질편마암 등이 편암류와 교호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 같은 

현상은 후기의 관입암체인 이천화강편마암과의 경계부에서 잘 관찰되며， 

된 화성물질의 양은 그 경계부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2) 선캠브리아 화강편마암류 및 화강암류 

「 분천화강편마암 

;ζ 。1

T 닝 

상기한 변성퇴적암누층을 관입하고 흑운모화강편마암에 의해서 관입된 분천 

화강편마암은 삼근리도폭 (김옥준 외， 1963)에서 처음으로 명명되었다 이 암체 

는 조사지역의 남서부인 울진군 서면에서부터 울진읍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 

며， 남부의 천축산 및 울진군 북면 부구리 부근에 소규모 분포한다. 

이 암석은 주로 안구상편마암으로서 전체적인 암상은 1.5-2.5 cm의 장경을 

갖는 안구상변정이 엽리면을 따라 신장되어 불규칙한 대상구조를 이루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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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이며， 곳에 따라서는 우흑대가 정연한 호상편마암의 암상을 보이는 것도 

관찰된다. 

이 암석의 편리는 주위의 다른 변성암의 편리와 대체로 평행하게 발달되어 

있는데， 편리의 전반적인 주향과 경사는 N70 0 W - E - W / 50 0 - 80 0 NE으로서 

대체로 동一서 방향의 주향과 북쪽으로의 경사를 갖는다. 

L 평해화강편마암(흑운모화강편마암) 

평해화강편마암(김용준과 이대성 1983)은 죽변 임원진도폭(이종혁 외， 1993) 

의 흑운모화강편마암에 해당하는 것으로 울진군 죽변~부구 사이와 울진군 근 

남면 지역에 널리 분포하는 화강편마암으로서 비교적 낮은 지형의 산계를 보여 

주는 곳에 노출되어 있다. 

이 암체은 분천화강편마암을 관입하였으며， 홍제사화강암의 관입을 받고 있 

다. 전체적으로 엽리의 발달은 미미한 괴상의 암상이 우세하고， 조암광물중 비 

교적 흑운모의 양이 많아 회색 내지 암회색의 암색을 띤다. 또한 반상변정질 

편마암이 이 암체내에 불규칙하게 혼재되는 바， 울진군 북면 신화리 및 고목리 

부근에서 잘 관찰된다. 반정의 함량 및 크기는 흑운모화강편마암과의 경계로 

갈수록 점차 감소한다. 

c: 이천화강편마암 

이천화강편마암은 죽변 임원진도폭 (이종혁 외 1993)에서 처음으로 명명되 

었으며， 호산리층을 관입하면서 조사지역의 북부 일원에 넓게 분포한다. 타화강 

편마암체와의 선후관계는 서로 접하는 곳이 없어 불분명하다. 

이 암석은 등럽질의 괴상조직과 회색의 암색을 보이며， 이 암체의 주변부에 

는 미그마타이트질편마암이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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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홍제사화강암 

홍제사화강암은 변성퇴적암누층， 분천화강편마암 및 평해화강편마암 등을 관 

입하면서조사지역의 서부 및 중앙부에 걸쳐 넓게 분포한다. 

이 암석의 육안적 특정은 회색 내지 암회색을 띠는 석영과 장석에 의해서 

회색의 암색을 띠고 회색 장석으로 된 반상조직을 가지며 운모의 정향배열에 

의해 미약한 편리를 갖는 점이다. 편리구조는 대체로 미약하나， 선구조는 고기 

의 타암체와 접하는 부분에서 보다 뚜렷해지고 이들의 방향성은 대체로 고기 

암의 것과 일치한다. 반정은 석기와의 함량비가 일정치 않으며， 그 크기도 변화 

가 심하다. 반정의 함량비는 일반적으로 이 암체가 관입한 고기암들과 접하는 

연변부에서 급격히 적어지며 때로는 반정이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반정의 크 

기는 노두에서 O.5cm x lcm - 2cm x 3.5cm에 이르며 드물게는 2.5cm x 5cm 이상 

의 거정도 나타난다. 

이 암체내에는 많은 페그마타이트질 암맥에 의해 관입되어 있다. 이들 암맥 

들은 거정의 회색장석 석영 흑운모 백운모 및 약간의 전기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암맥은 규칙성이 결여되어 있으나 폭이 수 cm 내지 수 십 cm 정도 

로서 소규모이고 구성광물이 관입하고 있는 홍제사화강암과 유사한 점으로 보 

아 이들은 홍제사화강암보다는 후기이나 동일마그마원으로 보인다. 

口. 우백질 화강암 

우백질 화강암은 원덕읍 갈남리， 원덕읍 사곡리에서 울진군 북면 덕구리에 

넓게 분포하며， 그 외 여러지역에서 우백색의 소규모 암체나 맥상 관입체로 나 

타난다. 이 암석은 변성퇴적암누층， 분천화강편마암， 흑운모화강편마암， 및 홍제 

사편마암 등을 비조화적으로 관입하며， 조선누층군에 의해 덮히는 선캠브리아 

기 화강암질암이다. 

이 암석은 중립 내지 세립의 담회색 장석을 부분적으로 포함하며 변성퇴적 

암이나 화강편마암류의 포획암을 많이 포함하는 부분에서는 흔화된 잔존물내에 

-58-



주로 들어 있는 흑운모에 의해 비교적 뚜렷하고 전체적으로 어두운 암회색을 

보여 주기도 하나 대체로 담회색 내지 유백색을 띤다. 국부적으로 석류석 변정 

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석류석은 쉽게 풍화되어 견운모로 변질되어 있는 것 

이 보통이다. 

(3) 조선누층군 

캠브로~오도비스기의 조선누층군은 조사지역의 서단부인 덕풍지역에 동북 

동-서남서 방향의 주향과 북서쪽으로의 경사를 이루면서 분포하며， 조사지역의 

중앙부인 장재산 일원에도 일부 지층이 분포한다. 조선누층군은 하위의 양덕층 

군과 상위의 대석회암층군으로 나누어지며， 양덕층군은 장산층 (또는 장산규암) 

과 묘봉층 (또는 묘봉슬레이트)으로 구성되나， 이 지역내에는 장산규암은 분포 

하지 않는다. 대석회암층군은 하위로부터 풍촌층， 세송층， 화절층， 동점층， 두무 

골층 및 막골층 등의 지층들로 구성된다. 상기 각 지층들의 지질특성은 다음과 

같다. 

I 묘봉층 

묘봉층은 암회색 내지 회록색의 점판암으로 구성되며， 풍촌층과 접하는 상부 

에서는 박층의 석회암이 협재된다. 이 층은 장재산 부근에서 우백질 화강암을 

초브~Ai <3-)- 。 근 c--1 τ1 c;>) d-l 。 님 ~..I- .:n:.J..!... M--I 

나.풍촌층 

풍촌층의 암석은 유백색， 회백색， 청회색의 괴상 석회암으로 구성되며， 대체 

로 결정질이고 층리의 발달이 거의 없거나 대단히 미약하다. 

E 세송층 

세송층은 층리가 잘 발달된 암회색 내지 회록색의 사암 및 사질 셰일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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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며， 기질에 석회질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근.화절층 

화절층은 주로 층리가 잘 발달된 회색 석회암과 회색 석회질 셰일의 호층으 

로 구성되며， 충식상구조가 매우 현저하다. 이 층의 층후는 약 250-300m 정도 

이다. 

디 5=-7--1츠느 
。 u 。

주구성암석이 황갈색 규암인 동점층은 그 상 · 하위부에 흑색 사질암을 일부 

협재한다. 이 층의 층후는 약 30-50m 정도로서 좋은 연장성 갖고 지형적으로 

절벽을 이루면서 분포한다. 

끓
 

뮤
 

님
 

동점층의 상위에 놓이는 두무골층은 단괴상 석회암， 녹회색 사질셰일， 이회 

암 및 백색 석회암으로 구성되며 대체로 층리가 잘 발달한다. 이층의 층후는 

약 200m 정도이다. 

/、 ul-그l 걷츠 
， 2 。

이 층은 청회색의 석회암으로 구성되며， 하부는 괴상이나 상부는 두꺼운 층 

리를 보인다. 일부 석회암은 암회색을 띠며 어란상조직을 갖는 석회암도 일부 

협재된다 

(4) 평안층군 

석탄~페름기의 평안층군은 덕풍 지역에서 소규모로 분포한다. 이 층군은 조 

선누층군의 막골층을 평행부정합으로 덮으며， 하부로부터 홍점층， 사동층， 고방 

산층 순으로 나타난다. 이들 지층은 산성 화산암류에 속하는 규장반암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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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관입받고 있다. 

이 층군을 구성하는 각 층의 구성암석은 다음과 같다. 

「 홍점층 

홍점층은 적색 사질셰일 및 셰일， 녹색 사암 및 사질셰일로 구성되며， 하부 

에 녹색 반점을 산재하는 담색의 조립질 석영사암이 발달되어 있다. 

L 사동층 

사동층은 회색 내지 암회색의 조립질 내지 중립질 사암 및 흑색 셰일로 구 

성되며， 하부엔 측면연장이 불량한 약 5m 층후의 석회암이 발달하고 보통 1 내 

지 3매 정도의 가행가능한 석탄층을 협재한다. 

c 고방산층 

고방산층은 주로 유백색 내지 담회색의 조립질 사암으로 구성된다. 

(5) 쥬라기 화강암류 

-, 흑운모화강암 

흑운모화강암은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및 진복리의 동해안변을 따라 소규모 

암주상으로 분포하는 담회색 화강암질암이다. 전반적으로 낮은 고도의 완만한 

구릉성 산지를 이루고 있는 이 암석의 주구성광물은 석영， 사장석， 미사장석과 

흑운모이고 약간의 백운모， 저어콘， 인회석 및 자철석이 부성분광물을 포함한 

다. 

L 백운모화강암 

백운모화강암은 조사지역의 중앙부인 장재산 부근에 소규모 암주상 관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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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포한다. 이 암석은 세립질 내지 중립질 화강암으로서 많은 백운모를 포함 

하며 드물게는 전기석을 갖는다. 

(6) 백악기 퇴적암류， 화산암류 및 암맥류 

Î 사독리층 (동활리층) 

죽변-임원진도폭 (이종혁 외 1993)에서 명명된 사곡리층은 장성도폭 (윤석 

규， 1967)의 동활리층과 층서적으로 대비되는 지층으로서 홍제사화강암， 조선누 

층군 및 평안층군을 부정합으로 덮으며 산성화산암류에 의해 관입 또는 분출 

피복된다. 

이 층은 역암， 사암 및 셰일로 구성되며 ， 역암의 역들은 주로 점판암이지만 

사암， 규암 및 화강암력도 일부 포함된다. 역 들은 원마도가 높고 대체로 5-

30cm의 크기를 가지나 때로는 1m에 가까운 것도 있다. 이 층은 상위로 가면서 

조립질 사암으로 점변하고 적색 셰일과 조립질 사암의 교호층이 출현되며， 전 

체 층후는 약 200m 정도이다. 사콕리 부근에서의 층리의 주향과 경사는 N05 

。 - 30 0 W / 30 0 NE를 보여 준다. 

L 산성 화산암류 (흥전층) 

산성화산암류는 장성도폭 (윤석규， 1967)의 흥전층과 반암， 그리고 김용준과 

이대성 (1983)의 흥전산성화산암류에 대비되는 지층으로서 주로 유문암， 산성응 

회암 및 용결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곳에 따라서는 맥상의 규장암을 포 

함한다. 유문암은 전형적인 유상구조를 잘 보여주며 보통 회색 내지 담청회색 

을 띠나 괴상의 규장질 혹은 각력상인 경우도 있다. 응회암류는 용결구조를 흔 

히 보이나 부분적으로는 석영반암이나 화강반암으로 이화한다. 

c 맥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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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역내의 백악기 맥암류는 염기성암에 속하는 휘록암과 황반암 

(lampropyre) , 산성 암에 속하는 화강반암， 석 영 반암 및 규장암 등이 있다. 특히 

휘록암은 선캠브리아 암석에서 유문암과 응회암에 이르는 모든 지층을 관입하 

며 화강반암은 맥상과 암주상 관입체로서 이들 맥암중 가장 넓은 분포를 보인 

다. 

(7) 제3기 화강암 및 ullol
-, t:I 

기.반상알칼리화강암 

반상알칼리화강암은 삼척시 원덕면 사곡리와 울진광산 북측 능선 사이에 분 

포하는 심장형의 암주상 관입체로서 석영을 반정으로 하는 반상조직을 보인다. 

이 암체는 홍제사화강암， 우백질화강암， 주선누층군 및 유문암질암을 관입하 

며， 이들과 접하는 연변부에서는 유백색을 띠나 암체의 중심부로 갈수록 흑운 

모와 리베카이트 (riebeckite)가 증가하여 담회색으로 변해간다. 특히 리베카이 

트가 풍부하게 함유된 부분은 중립 내지 조립의 등립질로서 반상조직이 나타나 

지 않는다. 그러나 반상인 부분과 괴상인 부분 사이의 관계는 점이적이며 반상 

조직을 보이는 부분중에도 얼마간의 리베카이트나 흑운모가 포함되어 있다. 

L 중성 맥암 

중성맥암은 사곡리 서편 반상알칼리화강암의 분포지와 인접한 곳에 청회색 

의 섬장반암으로 나타나며 약간의 장석과 각섬석 반정을 갖는다. 

(8) 제4기 충적층 

험한 산세와 좁은 계곡이 우세한 이 지역에서의 충적층의 분포면적은 타지 

역에 비해 매우 협소한 편이다. 미고결 퇴적물로 구성된 충적층은 조사지역의 

수계를 구성하는 주요 하천들의 하상이나 그 인접지역 및 계곡을 따라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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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및 계곡퇴적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해안을 따라서는 주로 모래로 구성 

된 해안퇴적층이 발달하고 있다. 충적평야지의 발달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서 

통해와 접하는 각 하천 유역의 하류부 지역에 그 면적이 다소 넓어질 뿐이다. 

다. 지질구조 

지체구조상으로 소백산육괴의 북단부에 위치한 조사지역은 선캠브리아의 변 

성퇴적암누층 및 화강편마암(화강암)류를 기반암으로하여 고생대의 조선누층군 

및 평안층군， 쥬라기의 화강암류， 백악기의 퇴적암 및 화산암류， 선생대 제 371 

의 화강암류 등 다양한 지질시대의 암체들이 분포한다. 

이 지역에 발달되어 있는 지질구조 요소로는 변성퇴적암류 및 화강편마암류 

에 발달된 엽리구조 및 퇴적층들의 층리와 같은 면구조와 중생대 이후에 형성 

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단층들이 발달하나 대규모 단층대와 같은 구조선 

은 발견되지 않는다. 

(1) 엽리구조 및 층리 

이 지역의 암체들 중 가장 넓은 분포 면적을 갖는 선캠브리아 기반암류에 

발달된 엽리구조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조사지역의 남부에 분포하는 원남층군 

및 율리층의 엽리구조는 이들의 분포 방향과 비슷한 북동 방향의 것들이 가장 

우세한데 반하여， 분천화강편마암과 북부 지역의 호산리층의 엽리구조는 동북 

동~서남서 내지 동-서 방향으로 우세하게 발달되어 있다. 

삼척시 가곡면의 덕풍지역에 소분지를 이루고 있는 고생대의 조선누층군 및 

평안층군의 지층들은 동북동 방향의 주향을 갖고 북서쪽 경사하며 분포한다. 

(2) 단층 

이 지역의 단층들은 울진읍 이남부의 매화천 및 천축산 부근， 삼척시 가곡면 

프
 
。

더
 「

일원， 울진광산 부근， 그리고 울진군 북면 부구 지역에 집중하여 발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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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이 기존 연구들에 의해 보고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기술된 단층들의 특성 

과 그 명칭의 일부는 기존 지질도폭 및 울진 3, 4호기 최종안정성분석 보고서 

에서 주로 인용되었으며， 기존에 명명이 않된 단층에 대해서는 편의상 그 명칭 

을 새로이 부여하였다. 

고생대의 조선누층군과 평안층군이 분포하는 덕풍지역에는 덕풍단층 (윤석 

규， 1967)이라 명명된 단층이 중봉산 남측 고개에서 용소골로 북서 -남동 방향 

연장 발달하고 있으며， 이 단층이 고생대 지층과 함께 백악기 지층을 자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백악기 이후에 형성된 단층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 단층의 

서측으로 이와 평행한 두 조의 단층이 발달하며， 평안층군내에도 동북동 방향 

의 주향을 갖는 단층이 두 조 발달되어 있다. 

울진읍 이남부에는 남一북 방향의 단층이 매화천을 따라 발달되어 있을 것으 

로 추정되며， 이 단층으로부터 분기된 동북동 방향의 단층이 동수곡층 및 장군 

석회암내에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천축산 북측의 하원리 밭치밭에서 동쪽으로 

한티재 부근까지 연장되는 동-서 방향의 단층이 원남층군(원남층 및 흑연질 편 

암)과 흑운모화강편마암과의 경계를 따라 형성되어 있다. 

울진군 북면 부구지역에는 수 조의 단층이 집중하여 발달되어 있는데 이들 

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울진원자력발전소 남서측에 발달된 마분동단층은 N5 

50 W/650 NE 방향성을 보이며 약 2km 정도 연장되는 단층으로서 이 단층의 

변위량은 아직 보고된 바 없다. 인 하검성단층과 상검성단층은 모두 남→북 방 

향의 주향을 갖는 단층으로서 그 연장은 각각 2.5km 및 4km이며， 이들 단층의 

수평변위량은 각각 약 250m 및 120m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부구천 이 

남 지역에 N300 E 방향으로 발달된 중리단층 약 2.5km의 연장갖고 발달하며， 

N450 E 방향으로 약 5km 정도의 연장이 확인된 태봉산단층은 수평변위량이 

약 700m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기한 부구지역의 단층들은 우백질 화강 

암을 절단하거나 경계 및 그 연변부에 형성되어 있으며， 하검성단층， 상검성단 

층 및 태봉산단층의 주단층대를 따라 대규모 열수파쇄대가 수반되어 발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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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층대를 따라서 약 60cm 두께의 염기성 암맥이 후기에 

주입되어 그 주변에 투휘석， 녹염석， 투각섬석， 규회석 등과 같은 변질광물들이 

배태되어 있으며， 단층대을 포함한 변질대의 폭은 5- lOm 정도이다. 

상기한 부구 지역의 단층들이 모두 선캠브리아 암체내에 발달되어 있는 반 

면에 울진광산 부근에 발달된 사곡단층은 제3기 및 쥬라기의 화강암과 고생대 

초기의 묘봉층 및 풍촌층을 서로 단층접촉 시키면서 발달하는 정단층으로서 그 

방향은 N-S에서 N40 0W로 만곡되어 있다. 

% 



제 3장 지진 관측망 및 지진계 구성 

제 1절 속도 및 가속도 연구망 

현재 자원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주기 및 장주기 장기 디지털 지진 

관측소는 그림 3- 1에 도식한 것과 같다. ‘99년 1월 현재 대전과 간성에 광대역 

(STS- 2) 수진기를 설치 운영중이며 단주기(JC-VlOO) 수진기는 경상분지 내에 

설치된 9개소를 포함하여 총 1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광대역 관측소는 24bit 

A!D 방식의 Q4128 디지털 기록계를 단주기 관측소는 16bit A!D 방식의 

16ACT 디지털 기록계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당 연구소는 대학과 공동으로 지진연구망을 구축하였으며 계속하여 

대학 광대역 관측소를 확충할 예정이다. ‘98년 12월에 서울대와 경북대에 광대 

역 (STS-2)과 가속도(EpiSensor) 수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3-2는 

현재 운영 중인 관측소와 앞으로 설치 할 대학 관측소들을 표시하였다. 경상분 

지 지역관측망과 자원연-대학 공동 광대역 연구망의 확충을 통하여 경상분지의 

지역적인 지진활동 특성을 관측할 수 있을 뿐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대한 지진 

파 전달 특성 및 속도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지진예지 연구망 구축의 일환으로 미소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효동 

리 지역은 지진 연구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 

역은 두꺼운 충적층 때문에 수진기를 암반에 설치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당 

연구소에서는 ‘99년 borehole 수진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GPS , 지자장 관측 

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지진 발생 전후의 징후를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발 

견하고 이를 지진예지에 적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림 3-3은 지진예지 연 

구망 구축 모식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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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한국자원연구소 지진연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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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운영중 

• 자원연-대학 공동 설치 및 운영 예정 

'V borehole 지 진 관측소 (99년 설 치 예 정 ) 

그림 3- 2. 자원연-대학 광대역 지진연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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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지짙예지 연구망 구축 모식도. 
활성단층 의심지역 4-5 개소 선정후 제반 측정장비 설치 . 

단증선 주변에 6-9 개소의 지역 관측맘 구축 . 



‘98년 중순부터 설치를 시작하여 ’99년 1월말까지 완료할 가속도 관측소는 

13개소이다. 이들은 그림 3-4와 같이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부와 외부에 한국전 

력연구원 소속의 8개 관측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의 2개 관측소， 서울대， 

경북대， 그리고 간성에 각각 1개소이다. 간성관측소와 대전 자원연 관측소는 

JA101 가속도 수진 기 , 나머 지 관측소는 모두 EpiSensor를 사용하고 있으며 

Q4128 디지털 기록계를 통하여 자료를 저장， 송수신 한다. 

자원원 대학 가속도 연구망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형 건물， 교량， 댐 등에 

가속도계가 설치 되면 실시간 가속도 모니터링을 통해 지진 피해도 작성， 대 

피 및 복구 대책 수립 및 전국 재해 상황 파악과 국가적 복구방안 마련을 신속 

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기록계에서 Data 

Subscription Service를 지원하여야 하며 시.도청 방재과， 중앙재해 대책 본부 

등에 모니터링을 위한 PC를 설치하면 가능하다. 그림 3-5는 이에 대한 개념 

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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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재과 _ • 

• 
‘ J 
μJ 

구철 밀 문철 

진짙긴콜견l 
- 24bit A/D 

- trigger/1 Gb 

· 앓챈프lfC 
모니터링 
피해파악 

Data SubscriDtion Service IDSS) 

그림 3- 5 지진 방재를 위한 가속도망 구축 개념도 

시.도청 방재과 

.지진피해도작성 

-대피 및 복구대책 

줄망재해대책본부 

-전국재해상황파악 

-국가적 복구방안마련 



제 2절 지진계 구성 

한국에 적합한 지진관측소 구성에 대하여 그림 3- 6, 7에 도식하였다. 속 

도 수진기로 단주기 (Short period) ]C- VI00과 장주기(Broadband) STS- l , 

STS-2를 사용하고， 가속도 수진기로는 FBA23, Episensor 와 ]AI01을 사용한 

다. Q4128 디지럴 기록계와 각 수긴기들의 연결 cable은 핀 배치를 고정하여 

plug & play 방식으로 모든 장비들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Cable 

의 핀 규약은 부록D에 수록하였다. 

그림 3-6. 자원연구소가 제시한 한국 표준 지진 관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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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Confiauration of Korea Seismic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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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자원연구소가 제시한 한국 표준 지진계 구성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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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 (STS→2) 수진기는 그림 3-8과 같이 약 8.33 mHz(120 sec)에서 

50Hz 구간에서 평탄한 주파수 대역을 갖는다. 그러므로 local 및 teleseismic 이 

벤트를 모두 감지할 수 있다. 반면 단주기 (JC-VlOO)은 약 1 Hz 이상 평탄함 

으로 local 이벤트에 정확성을 나타내고 teleseismic 이벤트는 왜곡되게 되는데 

광대역 수진기 보다 저렴하다. 그러므로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과 지진파 

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진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당 연구소는 경상분지 내의 

local 지진활동을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단주기 수진기 즉 ]C-VlOO을 선택 

하였다. 

Feedback Type mechanical pendulum의 damping factor를 조절하기 위 해 

서 impedance를 조절하는데， feedback type(STS-2, Episensor, ]AI01)은 

feedback circuit에 impedance matching 이 되 어 있다. 이 에 반하여 ]C-VlOO과 

같은 단주기 sensor의 경우 sensor의 출력과 기록계의 입 력의 impedance를 맞 

추어 주어 야한다. Quanterra system의 경 우 입 력 부분의 impedance가 일 반적 

인 단주기 sensor의 critical coil resistance에 비 해 그리 크지 않으므로 sensor 

의 sensitivity를 감소시 키 지 않고 impedance를 맞추 기 가 매 우 어 렵 다. 이 와 같 

은 impedance matching 문제 를 해 결 하면서 기 록 계 의 dynarnic range를 최 대 한 

활용하기 위한 pre-Amp.의 기능을 갖춘 Black box II 를 디자인하여 사용하였 

다. 그림 3-9는 Black box II 의 내부와 damping resister를 나타낸 것이다. 

Damping resisters 계 산은 다음과 같다. 

Dl 드 0.7 ................... Damping constant 

DO = 0.01 ................. Air damping ratio 

al depend on sensors .......... Critical resistance of the sensor coil 

RO " . Resistance of sensor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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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Black box 11 으| 내부와 damping resister 

Damping Resistor(Rs) = T • L--RO 느흐~1 - RO ... (1) DI-DO . Dl 

(Rs) ........ (1) 

그림 3-10. 센서 쿄일과 Damping Resister 단순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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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센서 코일. Adjust Damping Resister 와 기 

록계 입력 impedance 단순회로 

(Rs) . Zi \1<S) • Lm …(3) 
Zin - (Rs) 

Differential input impedance (Zin) of the black box II 2 MQ 

Zin/2 

Rs'/2 

Rs'/2 

Zin/2 

그림 3-12. Differential input impedance 회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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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연구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S/N 00120 JC- V100 sensor의 NS 

resistance 계산을 예로 들변 D1 三 0.7, a1 = 41.9 kQ , RO = 4.9 kQ , Zin 

= 2 MQ 이다. 식 (1)로부터 

(Rs)= T"\,
a1

T"\f\ -RO=57.3 kQ D1-DO 

식 (3)으로부터 

(Rs) . Zin 
;'/'""'1 Ir\\ = 59.0 kQ Zin - (Rs) 

그러므로 NS Coil은 다음과 같이 된다. 

NS2 

59.0kQj2 

= 29.5k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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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3. Differential input impedance 계산 결과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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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component들에 대하여 damping resistance를 계 

산하여 다음 그림 3- 14와 같은 방식으로 연결하여 connector를 제작하여 사용 

하였다. 

4번은 Common 

그 림 3-14. Damping resistor connector 내 부 의 connection. 

1 , 
4 

n 
。



제 3절 지진연구망의 데이터 수집과 변환 

현재 운용되고 있는 Q4120 시스템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받아서 이를 디 

지털 신호로 바꾸고 steim- 2 방식으로 압축하여 로컬 디스크에 저장하면서 미 

리 정 해 진 ip- adclress 와 ip-port로 512 bytes 의 mini- seed 포 뱃 으로 데 이 터 를 

전송해 준다. 이렇게 전송된 데이터는 Data acquisition 시스템에서 취합하여 

로컬 디스크에 저장하면서 특정한 데이터는 KEMS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알파 

포뱃으로 바꿔서 KEMS에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림 3- 15에 지진 네트워크의 데이터 흐름과 그와 관련된 소프트혜어를 

도식 적으로 나타내었다. Q4120 지진기록계는 Industry- standard 인 68030 cpu 

기반 위에 실시간 데이터 처리에 용이한 OS/90S를 탑재하고 그 위에서 돌아 

가는 Multi/Ultra shear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 형식의 수진기로부 

터 오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경하고 이를 압축하여 로컬 버퍼 

에 저장， 관리하면서 외부의 다양한 접근 경로로의 데이터 요청 시 이에 응답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준비되어 있다. 최초로 아날로그 데이터가 

AqSample 프로세스에서 처리되어 생기는 데이터는 steim- 2 방식으로 압축된 

data only seed data (mini- seed data) 이 다(steim-2 압축방법 과 mini- seed 포 

뱃은 부록 참조) . 

이렇게 Q4120 기록계에 기록된 데이터는 연속적으로 또는 특정 이벤트 

데이터로의 접근 등 여러 가지 경로로 접근 할 수 있다. 접근 경로의 관점에서 

PC 기반에서 TCP/IP를 통하여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받아 모니터링 할 수 있 

는 방법과 UNIX 기반에서 TCP/IP를 통하여 연속적인 데이터를 받는 방법 등 

이 존재한다. 이때 운용되는 PC는 인텔 호환 cpu 상에 windows 95, windows 

NT OS 에 PCDSRW 라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으며 데이터 수집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UNIX 시스템은 SUN SPARC 칩에 Solaris 2.6 의 OS 와 그 위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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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나 Data Acquisition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 된 데이터는 Q4120에서 

저장된 형태와 같은 형태인 steim- 2 방식으로 압축된 mini- seed 데이터 포뱃이 

다. 여기에 더하여 KEMS에서 사용되는 알파 형태의 데이터를 지원하기 위해 

Data Acquisition 시스템은 압축을 풀고 중간 프로그램 버퍼 상에 존재하다가 

알파 형태로 다시 재조립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림 3- 16은 Q4120 시스템의 여러 가지 프로세서와 PC에서의 접근， 

UNIX 시스템으로부터의 접근 및 데이터의 형태를 기준으로 보다 자세하게 도 

식해 놓았다. 

UNIX 기반에서는 Q4120 과 통신하는 Primary Acquisition server 

(comserv) 와 comserv와 통신 하는 여 러 가지 client (datalog, dataspy 등)들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로와 알파 포뱃으로의 변경을 위한 Secondary 

Acquisition server (geLdata_pro)가 mini- seed 데이터를 알파 포뱃으로 변경하 

여 특정 디스크 파일로 저장하는 경로 두가지로 데이터가 흘러간다. 

그 림 3- 17은 UNIX 기 반의 Data Acquisition system 의 내 부 소프트워l 

어의 구성도이다. 먼저 전국에 산재된 지진관측소와 1 : 1로 대응하여 Primary 

Acquisition server~ comserv가 각 관측소로부터 512 bytes 의 패킷 데이터를 

받아서 comserv 가 관리 하는 버 퍼 에 저 장한다 comserv 가 관리 하는 버 퍼 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요청하고 이를 디스크에 각 관측소별 각 채널별로 저장하는 

datalog 라는 프로세스 역시 comserv 와 1:1 로 대응하여 작동하게 된다. 금번 

연구에 도입된 KEMS는 네트워크 부하를 줄이기 위해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로 

알파 프로토콜을 채용하였으며 또한 여러 관측소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 

기 위해서는 각 관측소의 데이터 시간을 맞추어줘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로 

comserv 상에서 데이터의 또 다른 경로가 존재하게 되며 이를 Secondary 

Acquisition server 라고 그림 3-17에 표시 하였다. Secondary Acquisition 

server (geLdata_pro) 는 Primary Acquisition server (comserv) 전 체 의 로 컬 

데이터 버퍼로부터 512 bytes 씩의 패킷을 받아서 전체 관측소의 데이터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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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고 이를 KEMS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 압축을 풀고 프로 

그램 버퍼 상에 잠시 관리하며 전체 관측소의 데이터를 동일 시작 시간과 동일 

시간 간격으로 synchronize 시키고 이를 다시 알파 포뱃으로 재구성하여 알파 

버퍼 파일에 저장하게 된다. 이렇게 저장된 알파 버퍼 파일을 공유하며 알파 

프로토콜 소프트웨어인 AlphaSend가 KEMS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그 림 3- 18은 Secondary Acquisition server 인 geLdata_pro의 pseudo 

코드이고 그림 3- 19는 geLdata_pro의 순서도이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세가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초기화 과정으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버퍼를 초기화하는 부
 

1 

과 둘째로 로컬의 comserv 링 버퍼와 연결하여 데이터를 받아와서 압축을 해 

제하고 프로그램의 버퍼에 저장하는 부분 그리고 시작 시간과 동일시간 간격의 

데이터로 잘라서 이를 알파 포뱃으로 바꾸어 저장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전송된 알파형태의 데이터는 KEMS에서 압축이 풀리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친 후에 또 다른 지진자료 공유 포뱃인 CSS 3.0 포뱃으로 

데이터베이스나 로컬 파일 그리고 CD-ROM 등에 저장되고 이를 데이터가 필 

요한 기관과 유기적으로 공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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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mpress 

append data to program buffer 

do 

time synchronize 

same start time and same duration 

check available for make alpha packet. 

make alpha frame 

30seconds’ s data 

to alpha buffer 

}while(l); 

그림 3-18. Pseudo code of geLdata_p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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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confÎQ and set staion and channel buffer 

l 

l 
그림 3-19 . geLdata_pro 순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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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지진기록계 및 지진관측소 설치 

제 1절 지진기록계 

1. Q4128 시스템의 전체구조 

효율적인 지진연구를 위해서는 지진 발생 시 이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관 

측된 지진자료를 신속하게 자료분석센터로 전송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진기록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 빠르고 다양한 자료의 전송 방식 

· 고 분해능의 A/D 변환기를 갖춘 지진 기록계 

· 원격지에서 용이한 기록계 조작 

. GPS를 이용한 정확한 시간기록 

Quanterra사에서 개발한 Q4128 지진기록계는 상기한 조건을 만족하면서，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진계로서 다음과 같은 특정을 

갖고 있다 . 

. 1000Hz까지 샘플링이 가능한 4채널 24←비트 디지타이저 (8채널까지 확 

장이 가능) 

· 내부 타임 베이스와 GPS를 이용한 정확한 시간 측정 

. TCP!IP를 이용한 지진자료센터와 관측소간의 자료전송 

· 모토롤라사의 68030을 CPU로 채택하고 유닉스와 유사한 OS9을 운영체 

제로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연속 지진관측이 가능하다 

그림 4- 1은 Q4120 시스템의 전체적인 개요도와 장비를 나타낸 것이다.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이더넷과 모랩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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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4-1. Ouanterra사의 지진계의 사진과 모식도 

(a) 04128 지진기록계와 관련장비 

(b) 04128의 연결 모식도 

(b)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지진자료를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진자료센터로 

자료를 전송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 4-2는 Q4120 시스뱀의 내부 구조도이 

다. Q4128은 OS9을 운영체제로 채택하여 실시간 자료처리와 멸티프로세싱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연속적인 지진 자료와 이벤트 지진 자료를 각각의 clrc비ar 

disk buffer에 동시에 기록하여 연속적인 지진 관측 뿐 만 아니라 이벤트 지진 

자료의 획득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모템과 이더넷을 통한 TCP/IP 통신을 동 

시에 지원하여 원격지에서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지진자료를 수신할 수 있다. 지진관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운데 하나는 정확한 지진발생시간을 아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시스템 

은 시스템의 내부 시간과 GPS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UTC시간과의 차이를 자 

동으로 보정하도록 설계되어 었다. 

2. Q412871 록계의 디지타이저 

디지털 시스템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선호로 변환할 때 표현할 수 있 

는 선호의 최대치와 시스템 잡음의 RMS비를 그 시스템의 dynamic range 2-} 

한다. Q4128은 24비트 A!D변환기를 사용함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신호의 최대 

치 는 :t 10.5 X 106이 다. 일 반적 으로 A!D 변환기 의 비 트수와 dynamic range사이 

에는 다음과 같은 근사 관계가 성립한다. 

재
 
-

1i 
-q4 

--n

”u 뼈
 
-6 --F3 

-d ’hU 

이 관계식에 따라 24비트 A!D변환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dynamic range 

는 146.2 dB 임을 알 수 있다. STS1과 STS2 지진계는 3000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Ms=8.0의 지진을 관측할 수 있게끔 설계되었다. 이런 신호를 기록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타이저의 dynamic range는 최소 140dB는 되어야 한다.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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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의 군속도 분산은 12초에서 200초 사이에서 inflection point를 가지며 특히 

지역 지진을 기록할 때에는 12초에서의 시스템의 반응은 매우 중요하다.20dB 

규모의 차이는 지역지진과 원거리 지진을 기록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 

145 dB의 dynamic range를 가진 지진기록계 대신 120- 125dB의 dynamic 

range의 지진기록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20- 125dB의 dynamic range의 지진 

기록계는 디지타이저의 이득을 관측하고자 하는 지진의 규모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즉 120- 125dB의 dynarnic range를 가진 지진 기록계는 큰 규모의 지진과 

시스템 잡음 수준의 작은 지진을 동시에 기록할 수 없다. 그림 4-3은 120 dB의 

dynamic range를 가진 지진기록계와 dynamic range가 145dB인 지진기록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지진신호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120dB 디지타이저는 규 

모가 큰 지진과 작은 규모의 지진을 동시에 관측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지진 관측을 위해서는 140 dB 이상의 dynamic range를 

가진 디지타이저를 갖춘 지진기록계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Q4128의 디지타 

이저는 dynarnic range가 145dB이므로 광대역 속도계에서 감지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지진과 시스템 잡음 수준의 소규모 지진도 동시에 기록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다. 

또한 Q4128은 서로 다른 2종류의 센서를 동시에 연결하여 지진신호를 측 

정할 수 있게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광대역 속도계와 강진 가속도계를 동시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속도계와 가속도계는 각 설치 위치에서의 전위가 차이가 

나게되며 따라서 속도계와 가속도계가 전기적으로 연결되면 ground loop 

current 가 흘러 신호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Q4128은 각 센 

서로부터 들어오는 신호를 분리된 각각의 디지타이저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ground loop를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 4→4는 이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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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 Comparison of Recorded Signal for Different Dynamic Range. 

(a)120dB 

(b) 145 dB (adapted from Ouanterra Inc.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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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04120'8 configuration for protection of ground loop current. 

(a) ground loop 

(b)04120 ’8 configuration (adapted from Ouanterra Inc.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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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4128에서의 자료 획득 방법 

Q4128은 다양한 방법의 출력을 지원한다. Q4128은 연속자료와 이벤트 자 

료를 동시에 기록하며 전송하는 지진자료는 Steim2 방식으로 압축된 

mini- seed 형식이다. 자료전송 방식에 따라 연속적으로 전송하는 지진 자료는 

512 바이트의 mini- seed 형식이며 외부로부터의 불연속적인 자료 요청에 따라 

전송하는 자료는 4096바이트의 mini- seed 형식이다. Multishear 는 상대 시스 

템의 요청에 따라 1초에 4byte의 자료를 연속적으로 전송한다. 지진 발생 시에 

는 fax와 전자메일을 통해 알리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4-5는 Q4128에 

서의 자료를 전송하는 방식을 표현한 것이다. 

전송매체에 따른 자료전송방식은 비동기 직렬 통신 방식과 이더넷을 통한 

TCP/IP 통신 방식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비동기 직렬 방식은 다이열 업 모템 

으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kermit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자료를 전송하는 방법과 

DAC480을 이용하여 아날로그 자료를 드럼 레코더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나뉘 

어 진다. 이더넷을 통한 TCP/ IP 전송방식은 자료전송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 

자료를 수신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환경에 따라 PC-MS-Windows기반 자료 수 

선 방법과 Solaris환경에서의 수신 방식으로 나뉘어 진다. PC를 이용하여 자료 

를 수신할 때는 Quanterra에서 개발된 PCDSRW 패키지를 사용하며， 연속적인 

지진관측자료의 수신은 PCDSRW의 PCDS로 이벤트자료의 수신은 PCSEED를 

사용한다 Solaris환경에서는 연속자료는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개발된 

comserv 패 키 지 를 사용하여 수선 할 수 있으며 이 벤트 자료는 umx의 기 본 유 

틸리티인 finger 프로그램을 통해 수신할 수 있다 공통적으로 TCP/IP 통신이 

가능한 곳에서 사용환경에 관계없이 자료를 ftp와 http 방식으로 자료를 수신할 

수 있다. 그림 4-6은 web browser를 통해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을 도시한 것 

이다. 지진자료가 필요한 기관이나 연구자는 누구든지 상기한 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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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Data Transfer Scheme of Q4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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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4-6. Web browser를 이용한 Q4120 기록계 저소 I=l 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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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ultishear 시 스 템 

Mliltishear는 Q4128의 운영 체 제 인 OS9 상에 서 실 행 되 는 지 진자료 획 득 

소프트웨어 패키지이다. Multishear는 기록계의 인터페이스를 직접 조절하는 

모든 입출력 프로세스를 OS9장치 드라이버 (device 며ivers)를 통해 요청하며 

각 데이터전송은 파일， 파이프， 공유 메모리 형태로 이루어진다. Multishear는 

서버 프로세스와 클라이언트 프로세스로 분리 될 수 있으며， 표 4- 1과 표 4- 2 

는 각각 Multishear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버 프로세스와 클라이언트 프로세스를 

정리한 것이다. 

표 4-1 서버 프로세스 

표로세 λ 여「하 E 

tmon, flogin 다이얼 업 모템 연결 조정 

server 디지타이저로부터 오는 자료의 관리 

bufserv 데이터 디스크 버퍼 관리 

aqdacserv 아날로그 출력자료를 드럼 기록계에 출력 

tapeserv 자료를 테이표에 기록 

pmsgd 
모든 서버 표로세스와 클라이언 E 표로세스에서의 메시지를 파일 

로 저장 

dacommo 자료 획득 장치 (DA)와 자료기록 장치 사이의 통신 처리 

ftpd TCP!IP의 ftp 서 버 데 몬 

telnetd telnet 서버 데몬 

loadiir 
IIRFILTERS에 서 읽어 E 리는 디지털 필터 계수를 포함한 

IIRDATA 모률을 생 성 

chart helicorder 형 식 의 플롯 생 성 

rcman dacommo 표로세스에서 파이프 생성 

Q4128은 부팅 시에 램디스크에 로딩되는 aqcfg 파일을 참조한다. 램디스 

크에 있는 aqcfg 파일은 지진자료의 기록방식， 시스템의 ip address , com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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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연속자료를 받을 호스트의 ip address , ip port 정보와 지진 자료의 명 

명 방식에 대한 정보 등을 기록한 시스템 설정 파일이다. 과거에 사용하던 

Ultrashear에서는 이 파일을 직접 편집하여 시스템 설정을 변경하였으나， 

Multishear에서는 macromama라는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key 파일만을 변경함 

으로써 시스템 관리자가 손쉽게 시스템 운영변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2 클라이언트 프로세스 

쿄로세스 여-1 -ELZ 

serv_stat 명시된 파라미터에서 서버 프로세〈를 수행 

servtest 서버로부터 오는 자료를 진단 디지타이저와 센서 조정 

서버 쓰로세스로부터의 자료를 전달받아 자료를 기록하고 다 

aqsample 음의 작업 수행 miniseed 자료로 저장， 이벤 E 탐지 및 기록， 

자료의 필터링 

aqshell aqsample의 수행상태를 모니터링하고 aqsample의 설정 조정 

retneve 관측소 또는 원격지에서 bufserv에서 자료를 -가「‘ ~ 

dacommostat comlink로 전송되는 자료의 상태 표시 

reconnect 
aqsample이 서버 요로세스인 bufserv, dacommo에 다시 연결 

시컴 

lockrep 시〈템의 시간에 관한 정보를 출력하고 조정하는 utility 

servmsg 디지타이저 서버에 명령 전달 

sysmon 시스템의 동작 상태를 LED 표시 

tapestat 테이 표 드라이브 상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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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지진 관측소 설치 

1. 지진관측소 설치지점 선정 

지진계 설치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선선한 암반이 자연적으로 노출된 지역이나 간단한 지반정리 작업을 하 

면 신선한 암반의 발달을 기대할 수 있는 장소 

지진기록계와 전선 및 통신선 연결이 용이한 장소 

지진기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동이나 소음으로부터 안전한 장소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는 장소 

파도의 영향을 받는 해안이나 급류가 예상되는 계곡에서 충분히 떨어진 

장소 

지진장비 및 관련시설물이 인위적으로 훼손받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될 

~ 01 느二 À.l- λ T λλ 」

지반정리 및 관련시설물의 설치작업이 용이한 장소 (설치작업 또는 공 

사 시 접큰이 비교적 용이한 장소) 

사람들의 통행이 적어 지진장비의 손상의 가능성이 없는 한적한 곳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진 관측소 부지를 선정한다. 

2. 지진 관측소 공사 

지진 관측소 부지를 선정한 후 지진관측소를 설치한다. 지진관측소는 지진 

기록계를 설치할 기록계실과 센서를 설치할 수진기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수행해야한다. 수진기실은 센서를 설치하는 곳이므로 지하 

의 암반 위에 위치해야하며 이를 위해 굴삭 공사를 수행한다. 전화선이나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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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등에서 유발된 유도전류에 의한 잡음을 억제하고， 지진장비 파손의 원인이 

되는 낙뢰에 의한 전기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수진기실 둘레 혹은 주변에 비저 

항이 낮은 곳에 2- 3m 갚이로 접지 동판과 동션을 이용한 접지션을 매설하고 

기록계실의 피뢰침과 연결한다. 선정된 후보지에 대한 지진관측소 공사 과정은 

다음과 같다. 

· 부지 확보후 기반암으로 확인된 곳까지 암반 굴삭 및 평탄화 작업 

· 접지선 매설 

· 바람 등 지표 활동에 의한 잡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반암에서 

지하 약 50- 150cm 깊이에 있는 지상 30- 50cm 높이의 수진기실 제작 

· 지진 기록장비， 통신장비 보호를 위한 조립식건물 제작 

· 장비 작동을 위한 전기설비 (AC 220V 3KV A 단상) 와 자료 전송 및 

Remote control을 위 한 통신 망 구축 

· 토사방지를 위한 배수로 확보 및 주변정리 

2.1 지진관측소 부지 조성 및 암반 굴삭 공사 

지진파는 표토층을 통과하면 파가 급격히 감쇠하며， 지표 활동에 의한 

잡음은 지진자료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따라서 정확한 지진관측을 

위해서는 센서를 설치하는 수진기실을 지하의 암반 위에 설치해야한다. 암 

반이 이미 노출되어 있는 곳은 토목장비를 이용하여 풍화된 곳을 가능한 

갚이 걷어내며， 암반이 노출되지 않은 곳에서는 지하에 암반이 존재할 것으 

로 예상되는 곳의 표토층을 걷어내고 암반을 찾을 때까지 굴착한 후 수진 

기실 공사를 수행한다. 

-103-



(a) 

(b) 

그림 4-7. 암반 굴삭 및 부지확보. 

(a) 암반굴삭 작업 

(b) 암반 굴삭에 의해 조성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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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접지시설 

지진 관측 설비를 낙뢰로부터 보호하고 전화선이나 전기선 등에서 유발된 

유도전류에 의한 전기적 잡음을 억제하기 위해 접지시설을 설치한다. 접지선 

은 동선， 동판， 동망， 접지봉을 연결하여 표면적이 최대가 되도록 하게 하며 

최대한 접지가 되도록 물기가 있는 습한 곳에 묻고 암반은 피하도록 한다. 

접지선은 약 길이 10m 갚이 2-3m로 수진기실을 둘러싸고 기록계실 둘레 

를 돌아 피뢰침에 연결되도록 해야한다. 피뢰침은 피뢰침 연결 전선은 절연 

체로 피복하며 PVC 파이프를 통과하도록 하여 건물과 절연시켜야 한다. 지진 

관측 장비의 접지를 위해 접지단자를 수진기실과 기록계실에 설치하도록 한다. 

2.3 수진기실 및 기록계실 공사 

지진 관측소 건물은 센서를 놓아 둘 수진기실과 기록장비와 통신 및 전원 

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기록계실로 이루어져있으며 이 두 건물은 가까이 설치할 

수록 수진기와 기록계의 연결선이 짧아지게 때문에 유도전압에 의한 잡음이 적 

어지나 바람에 의한 기록계의 진동에 의한 잡음이 증가하므로 보통 2-3m 정도 

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다. 

수진기설은 깊이 50 - 150 cm, 높이 30 - 50 cm 이며 넓이는 기반암에 

따라 달라지지만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최소 넓이 이상(120cm x 

120cm) 이 되도록 한다. 그림 4-9는 수진기실 제작 과정 중 철근 및 거푸집 

설치와 콘크리트 양생 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수진기실은 지하수 침수 

에 대비해 방수처리를 하며 또한 습기가 차는 것을 대비해 통풍이 되도록 덮개 

를 제작해야한다. 그림 4- 10은 자원 연구소 수진기실의 개량 과정을 보인 것이 

다. 기록계실은 조립식 건물로 건축하는 것이 설치가 용이하고 경제적인 측면 

에서 효율적이다. 기록계실 내부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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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비
 

그림 4-8. 접지시설 매설 장면. 

(a) 접지를 위해 굴착된 곳에 접지선을 배치하고 있다. 

(b) 수진실 부지 주변에 동선과 동망을 연결한 접지시 

설을 매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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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9. 수진기실 제작. 

(a) 수진기실 제작을 위해 구성한 철근 및 거푸집 

(b) 콘크리트 양생 후의 수진기실 벽 (앙생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수진기실 바닥에 밤향 

지시판을 부착한다.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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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장비를 설치하고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할 만한 공간 

· 지진장비를 올려놓을 선반 

· 장비의 접지 연결 단자 

· 누전 차단 스위치 

·통신단자함 

· 전기 스위치 1:11-까、 ,-

· 전선으로 흐르는 전기적 충격을 차단하는 surge protector 

· 통신션을 타고 흐르는 닥뢰 차단을 위 한 telephone arrester 

그림 4-' 11 - (a)는 최종 완성된 수진기실과 기록계실의 모습이다. 그림 

수l1- (b)는 전기 및 통신공사가 완료된 모습이다. 

2.4 지진계 설치 

수진기실 및 기록계실이 완성된 후 지진장비를 설치한다. 센서를 

수진기실에 설치할 때 방향과 수평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센서의 프레임을 

수진기실의 접지 단자에 연결한다. 지진 기록장비를 기록계실에 설치된 

접지단자에 연결하여 전기적 잡음을 방지한다. 그림 4-12-(a)는 수진기실에 

센서가 설치된 모습이다. 

Kinemetrics 사의 가속도계인 eplsensor는 movmg capacltor 방식으로 수진기실에 

설치한 후에 보정을 해주어야한다. 그림 4-12-(b)는 eplsensor를 보정하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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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센서 설치 방법의 개선 과정 



(a) 

(b) 

그림 4-1 1. 최종 한성된 수진기실과 기록계실. 

(a) 수진기실과 기록계실의 전경 

(b) 기록계실에 설치된 낙뢰보호장비 및 

전기 통신 단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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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12. 속도 가속도 센서 설치 및 보정 장면. 

(a) 센서 최종 설치 

(b) 가속도 센서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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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Korea Earthquake Monitoring System 

(KEMS) 

제 1 절 KEMS 구성 

KEMS (Korea Earthquake Monitoring System)는 소프트혜 어 적 으로 크게 

나누어 Data Transfer System과 Data Management System 그리고 Seismic 

Processing 과 Ana1ysis System으로 구분되고， 이외에 세 가지 시스템을 조율 

하는 역 할을 하는 DACS (Distributed Application Control System)로 이 루어 져 

있다. 

KEMS는 KSRS Array와 3- component 데 이 터 를 받아서 Automatic 및 

Interactive Processing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여 지진 관측망으로부터 하루에 

대략 20개 이상의 Signa1을 탐지한 후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 

에 대한 location과 ongm time을 15분 이내에 계산하도록 고안되었다. 

그림 5-1-a는 KEMS의 자료흐름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5- 1 -b는 자원연 

-대학간의 네트워크 구축안이다. 그림 5- 1 -c는 KEMS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나타내며， 하드워l 어 시스템은 그림 5-4와 같이 W orkstation 5대와 Tape Drive 

1 대， CD ROM Writer 1대로 구성되어 있다. 

1. 소프트웨어 데이터 흐름 

그림 5-1-c는 KEMS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와 데이터 흐름을 나타낸다. 

중앙에는 Waveform 데이터 저장소와 오라클 데이터 베이스 테이블， 그리고 여 

러 가지 파라미터 파일들을 위한 Data Management System이 있다. 저장소에 

있는 Waveform 데이터는 오라클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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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a . KEMS 자료르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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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b . 자원연-대학간 KEMS를 이용한 네트워크 구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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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c. KEMS (Korea Earthquake Management System) 소프트웨어 구 

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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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Management System의 다른 소프트혜어들은 다양한 포뱃으로 데이터 

를 변환하는 툴과， 데이터를 CD-ROM과 같은 영속적인 저장매체로 저장하는 

툴， 데이터베이스 관리 툴， 그리고 지진 경보를 위한 툴들을 포함한다. 

그림 5-1 -c의 위쪽에 보이는 A 부분의 Data Transfer System은 B 의 데 

이 터 소스로부터 데 이 터 를 받아서 데 이 터 저 장소에 Continuous Seismic 

time- series 데이터를 넣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래쪽의 Seismic Processing and Analysis System은 event를 탐지 해서 

데 이 터 로부터 location을 계산한 다음 bulletin을 만든다. Seismic Analyst들은 

자동적으로 생성된 bulletin을 분석해서 좀더 정확한 Event 탐지를 수행한 후 

향상된 bulletin을 만들게 된다. 그림 5-2는 각각의 bulletin을 만들기 위한 프로 

세스들의 타임 라인이다. 

DACS(Distributed Application Control System)는 각각의 소프트워l 어 구 

성요소를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림 5- 1 ←c의 점선은 DACS가 어떻게 

프로세스를 초기화 하고 시스템의 작업 순서를 제어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준다. 

그림 5-3의 KEMS 모식도는 Continuous Data Processing , Automatic 

Data Processing, Analyst Review Processing 빛 Data Archiving의 전 체 적 인 

시스템 구조 및 데이터 흐름을 나타낸다. 

2. 하드웨어 시스템 구조 

그림 5-4는 KEMS의 하드혜어와 애플리케이션의 구조를 보여준다. 

KEMS 는 ]ADO, TONG, DIBI, BUNS , GONG의 다섯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 

되어 있고， 각각의 시스템에서 운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은 그림의 왼쪽 편에 표 

시되어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GONG 시스템을 제외한 4대의 시스템은 

External 4GB 하드 디스크와 Internal 하드 디스크 l대로 구성되어 있고 

Analysis를 위한 시스랩은 4mm DAT 테이프 드라이브가， Archiving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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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라케이션모둘 호스드 

OLMan/ AlphaForwarder JAOO 

- OFX Automatic Data Processing 

StaPro/ AAssoc 

- CDView 

OACS 

- EMS scripts, 

binary 

- Seismic Alerts 

- Oracle OBMS 

OBTool 

- ARS 

- MAP 

- ARSTools 

- OACS 

- OatArch 

SUN Ultra 5 

128MB RAM 

TONG 

Transaction/ File Host 

SUN Ultra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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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BI 

OataBase Host 

SUN Ultra 5 

128MB RAM 

BUNS 

Analyst Review 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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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G 

Oata Archiving Host 

LlNUX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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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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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는 CD-ROM Writer가 부착되어 있다. 

제 2 절 KEMS의 서브 시스템별 특성 

KEMS는 ]ADO (자동 데 이 터 처 리 시 스 템 Automatic Data Processing 

Host) , TONG (통 합 처 리 시 스 템 Transaction/File Host) , DIBI ( 데 이 타 베 이 

스 관리 시스템 Data Base Host) , BUNS (데이타 분석 시스템 Analyst 

Review Host) , GONG (데이타 저장 시 스템 Data Archiving Host)의 다섯 가 

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대의 서브시스템은 기능별로 나누어져 있 

지만 NFS-mount를 사용해서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및 하드 디스크를 공유하므 

로 전체 시스템은 마치 하나의 시스템 처럼 효과적으로 통합， 운영된다. 1절로 

부터 5절까지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흐름과 기능을 설명한다. 

l. ]ADO (Automatic Data Processing Host) 

]ADO 시 스 템 은 DLMan, StaPro, AAssoc, Mag , CDView 시 스 템 으로 구 

성되어 있고 전체적인 데이터 흐름도는 그림 5-5와 같다. 

1.1 DLMan / AlphaForwarder 

DLMan 모률은 많은 Seismic 스테이션들로부터 Wave form 데이터를 받 

아서 Circular 큐 형태인 멀티플 디스크 루프에 저장한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디스크 루프의 최대 데이터 저장 일수는 7일로 기한이 지난 데이터는 새로운 

데이터에 의해서 overwrite 된다. Wave form 데이터가 디스크 루프에 기록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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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DLMan은 해당 데이터를 위한 포인터 및 기타 관련된 데이터를 오라클 

RDBMS에 저장하여 DFX, AAssoc , ARS등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DLMan은 디스크 루프와 오라클 RDBMS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한편， 

AlphaForwarder에 데이터를 전달하여 CDView를 위한 4 - 8시간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작은 규모의 Circular Buffer를 생성하고 계속해서 변경한다. 

다음은 DLMan과 AlphaForwarder의 기 능 요약이 다. 

가. Station(KSRS)로부터 연결 요청을 받아서 연결 설정을 한다 

나. Alpha 패킷으로 전달되는 Continuous Wavefonn 데이타를 받는다. 

다. 패킷으로 전달된 데이터를 풀어서 디스크 루프와 오라클 RDBMS에 

저장한다. 

라. 데이터를 AlphaForwarder로 전달한다. 

마. AlphaForwarder는 Circular Buffer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른 site의 

DLMan에게 데이터를 전달한다. 

l.2 DFX 

DFX (Detectíon and Feature Extractíon) 모률은 싱글 채널 스테이션， 3 

콤포넌트 스테이션， Seismometer 어레이로부터 time- seríes wavefonn 데이터 

를 받아서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DFX는 오라클 RDBMS로부터 데이 

터를 받아서 Spike를 제거하고 Gap를 채우는 등의 Quality Control (데이터 품 

질 제어)을 수행하고 Signal을 탐지하여 측정 및 계산을 수행한다. 

DFX는 이외에 그림 5-2와 같이 Beam Forming, Filtering, STNLTA 

Detection, Post Detection Refinement를 수행하여 Event를 탐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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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 StaPro / AAssoc 

StaPro(Station Processing)는 탐지 된 Arrival에 대 해서 phase 

identification을 위한 초기 hypothesis를 제공한다. 즉， StaPro는 DFX에 의하여 

탐지 된 Event들의 Arrival을 P, Pn, S, Sn, Lg등과 같은 Seismic phase Y- 노이 

즈로 분류하거나 그리고 가능하다면 Phase 그룹에 Association되어 있는 event 

를 location.하기 위해서 초기 hypothesis를 제공한다. 

StaPro의 결과값은 AAssoc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AAssoc (Automatic Association) 모률은 특정 한 시 간 간격 동안， StaPro가 모 

든 스테이션에 대하여 작업을 마쳤을 때 시작된다. AAssoc의 입력값은 DFX가 

탐지해서 StaPro가 식별한 Arrival값과 AAssoc이 처리한 ongm값이다. 

AAssoc은 이 러 한 입 력 값을 받아서 event와 arrival을 association한 후， event 

의 location을 결 정 한다. 

l.4 CDView 

CDView (Continuous Data Viewer)는 네트워크 오퍼레이터가 데이터의 

품질을 모니터링 하거나 간접적으로 필드에 있는 스테이션의 상태를 점겸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이다. CDView의 제공 기능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KSRS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near Real - time 디스플 

레이 

나. 데이터 분석 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단지 현재 받은 데이터를 즉시 보 

여준다 

다. 채널 그룹 기능을 제공하여 디스플레이 시간간격 (Time intervaD , 변경 

시간 간격 (Update intervaD , 채널별 높이 (Channel height) , 채널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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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amplitude scale)등을 그룹별로 조절 할 수 있다. 

라. Java로 작성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식성이 좋다. 

2. TONG (Transaction/ File Host) 

TONG 시스템은 JADO 시스템과 Tuxedo를 이용하여 분산 시스템 환경 

을 구현하고 다른 서버들이 사용하는 파일과 환경 파라미터등을 저장하는 

KEMS의 메인 시스템으로 가장 먼저 Booting 되어야 한다. 다른 서버들은 주 

로 TONG 머쉰의 파일시스템을 NFS-mount하여 공유한다. TONG 시스템은 

DACS , Seismic Alert등의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2.1 DACS 

TONG 시 스 템 의 DACS(Distributed Applications Control System)는 

Tuxedo를 이용하여 구현하였고 DFX, StaPro, AAssoc등의 분산된 애플리케이 

션을 관리한다. DACS는 프로세스간의 메시지 상호 교환， 작업 큐잉， 프로세스 

관리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한 구성요소를 갖는다. 

가. 애플리케이션 간의 메시지 경로에 따라 전달해 주는 Tuxedo 트랜잭션 

프로세싱과 큐 관리 기능 제공 

나. TONG과 JADO 시스템간의 네트워크 프로세성을 위한 프로세스를 읽 

어들여서 실행하고 프로세스가 수행이 중단될 경우 다시 실행시켜주 

는 DMan (Distributed Application Manager) 기 능 제 공 

DACS는 tmadmin, qmadmin등과 같은 관리 툴을 가지고 프로세싱의 상태 

를 보거나 프로세스를 다시 실행하고 멈추는 등의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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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해준다. 

2.2 Seismic Alert 

Seismic Alert은 특별한 Event가 탐지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만약 Event가 있으면 오퍼레이터에게 ‘딩동딩동’과 

같은 소리를 발생시켜 새로운 Event가 도착했음을 알려 준다. 또한， Event 발 

생시 관련된 연구원들에게 Mail을 보내어 Event 발생 시간， 위도， 경도， Depth, 

magnitude, 발생지역등을 통보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3. DIBI (Data Base Host) 

3.1 오라클 RDBMS 

오라클 RDBMS는 최 근 개 방형 시 스 템 , UNIX, Client/Server, Network 

Computing, Web이 라는 큰 줄기 의 한 가닥을 잡고 있는 RDBMS (Relational 

Data Base Management System)의 한 종류이 다. RDBMS에 서 사용하는 관계 

형 데이터 접근방법은 필요로 하는 정보와 시스템 디자인을 분리시켜 실제로 

이전에 사용하던 방법에 비해 디자인 측면 개발 측면 시스템의 유지 보수 측 

면， 일부 데이터의 수정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접근방법이다. 

Oracle은 가장 최신의 정보환경을 구축해 주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 

는 저장고 역할을 하고 사용자가 데이터를 원할 때 즉시 가져다 준다. Oracle 

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Oracle Server는 여러 application사이에서 데이터를 공 

유할 수 있도록 하여주고 다음의 구성 조건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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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t- based 사용자들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컴퓨터에서 직접 접속 

가능하다 . 

• Client/ Server 사용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개인 컴퓨터에서 접속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시스템에 존재한다 . 

• Distributed processing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 

베이스에 접속 할 수 있다. 실제로 서로 다른 물리적 위 

치에 속한 데이터베 이스를 사용자는 위치를 알 필요 

없이 접속할 수 있다. 이러한 processmg은 투명성 

(transparency)을 제 공한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특정을 가지고 있는 오라클 RDBMS는 KEMS의 중 

추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CSS 3.0 Schema를 토대로 구축되어 호환 

성이 뛰어나고 많은 Query Tool을 제공하여 원하는 조건의 데이터를 쉽게 검 

색할 수 있다. 

DLMan은 오라클의 Auto 유저를 통하여 Waveform 데이터의 포인터들을 

오라클에 저장하여 관리하고 일단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DFX, 

StaPro, AAssoc, ARS등의 애플리케이션과 기타 다른 많은 툴들이 오라클을 

이용하여 데이터에 접근하고 처리한다. 그림 5-2는 Automatic Processing을 할 

경우 오라클 RDBMS를 이용하는 순서와 중요성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다. 

표 5- 1은 KEMS 데이터 베이스의 오라클 유저 요약이고， 그림 5-6은 

Interactive Processing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인 ARS와 오라클 RDBMS 

와의 관계를 나타내어 준다.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는 메일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관리자에게 하루 

한번 전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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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오라클 RDBMS 유저 。 o~
..LL. -, 

유저 기 5 1--. Ta IJbelefaslpllatce ‘”‘ Jndex Schema 
‘ Tablesoace 

station과 EMS specification에 대 한 CSS 3.0 + 
SPECS EMSDATA EMSNDX 

정 적 인 Table 관 리 account extenslOns 

전역적으로 액세스하는 관리용 CSS 3.0 + 
ADMIN EMSDATA EMSNDX 

table을 위 한 account extensions 

waveform data 저 장을 위 한 account 
CSS 3.0 + 

WFDATA EMSDATA EMSNDX 
extens lOns 

automatic time-series 와 network 
CSS 3.0 + 

AUTO processmg 결과를 위한 데이터 저장 EMSDATA EMSNDX 

table 관 리 account 
extens !Ons 

Interactive analysis table 관 리 CSS 3.0 + 
ANALYST EMSDATA EMSNDX 

account extensions 

Map application 지 원 용 account 
CSS 3.0 + 

MAP EMSDATA EMSNDX 
extensions 

AUTO account에 서 의 automatic 

processmg 에 대 한 interactive review 
CSS 3.0 + 

REV EMSDATA EMSNDX 

내용을 저장하는 table 관리 account 
extensions 

data migration과 archiving 처 리 를 
CSS 3.0 + 

MIGRATION 위해 사용되는 임시 테이블 관리 EMSDATA EMSNDX 
extensions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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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B Tool 

DB Tool은 DBA (Data Base Administrator)가 데 이 터 베 이 스의 상 태 를 모 

니터렁하고 주기적인 백업을 수행하고 새로운 유저를 생성하는등의 작업을 수 

행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들의 집합이다. DB Tool들은 SQUStructured Query 

Language)과 Bome-shell프로그램 및 오라클에서 지원하는 여 러 가지 프로그 

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DB Tool은 모든 RDBMS 테이블의 테이블 정의 스크립트와 백업을 위한 

스크립트， 각종 모니터링용 스크립트를 포함한다. 

4. BUNS (Analyst Review Host) 

BUNS 시스템은 Seismic Analyst가 Automatic Processing후의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여 최종적인 event bulletin을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으 

로， ARS등의 애플리케이션과 2대의 모니터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한 사용자 인 

터페이스 (GUI Graphical U ser Interface)를 제공한다. 

BUNS는 ARS , MAP, ARS Tool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기능은 다음 

과 같다. 

4.1 ARS 

ARS 모률은 대 화식 분석 을 통하여 Automatic processing을 통하여 이 미 

생성된 Event bulletin을 편집하여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를 제공한다. 

ARS 애플리케이션은 메인 윈도우에 많은 수의 arrival들을 보여주고 이러한 

arrival의 특정 , 즉 amplitude, phase identification, azimuth, slowness, on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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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등은 대화식으로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 

Arrival들의 특징을 수정하고 Event들과 관련있는 Phase set을 변경함으 

로써 Event location도 역시 바뀌는데， Seismic Analyst가 최종적으로 변경된 

location에 만족할 때 ARS의 ‘SAVE’기능을 이용하여 오라클 DBMS에 저장한 

다. 또한 ARS는 분석할 때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도구를 제공하 

여 Analyst의 작업을 돕는다. 이러한 도구들은 2.4.3절의 ARS Tools에 소개되 

어 있다. 

ARS를 사용하면， Seismic Analyst들은 Disk-loop에 저 장된 7일치 의 데 이 

터를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되어 CD-ROM에 저장된 이전의 

데이터도 분석이 가능하다. 다음은 CD-ROM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 

하는 과정이다. 

가. 보고 싶은 지진의 orid (origin id)나 발생시간을 알아낸다. 

나. orid나 발생 시 간으로 CD의 Volume name을 찾는다. 

1) orid로 찾는 경 우 

sqlplus auto/ auto 로 login 

- SQL> @find_orid_volume 

- SQL> Enter orid: <orid> 

2) time으로 찾는 경 우 

- sqlplus auto/auto로 login 

SQL> @find_time_volume 

- SQL> Enter data and time: <MM!DD!YY HH:MM:SS> 

의 형식으로 시간을 입 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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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아낸 Volume name으로 CD의 data를 DB로 입력한다. 

- 해 당 Volume name을 가진 CD를 Drive에 넣 는다. 

- /opt/ ems/ scripts!bin!loadCDV 0 1. sh <Volume name> 

라. ARS를 실 행 하고 Event Data를 분석 한다. 

4.2 MAP 

MAP 애플리케이션은 오라클 RDBMS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지진이 발생한 위치와 스테이션의 위치를 Visual하게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한 

다. MAP은 ARS나 그밖의 애플리케이션이 주로 호출하여 사용한다. 즉 MAP 

은 자체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프로 

그램이 전달한 Data를 처리하여 display 기능을 제공할 수 도 있다. 

MAP 인터페이스는 특정한 지역에 대한 지도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기 

능과 RDBMS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능을 제공하고 미국의 하와이 대학 

에서 배포하는 GMT 프로프램을 사용하여 요구에 맞는 Post-script 파일을 생 

성하게 된다. 

4.3 ARS Tools 

ARS Tool은 대화적인 분석을 위하여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유용한 프로 

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DFX, SpectraPlot, 그리고 XfkDisplay가 이에 해당하는 

도구들로， DFX는 ARS에서 디스플레이되는 Event들에 대한 beam을 계산하고， 

SpectraPlot은 power spectra를 계산하여 디스플레이하며 Xfkdisplay는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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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ness spectra를 계 산하고 관측된 slowness에 대 한 beam을 계 산하는 기 능 

을 각각 제공한다. MAP 모률과 같이 이러한 도구들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유 

용하게 재구성 펼 수 있다. 

5. GONG (Data Archiving Host) 

GONG은 Data를 영속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즉， CD-ROM이나 자기 Tape와 같은 저장 매체에 지정된 기간이 경과하여 더 

이 상 시 스 템 (JADO) 하드 디 스크에 저 장되 지 않는 Seismic Waveform 데 이 터 

를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DatArch 애플리케이션은 SQL과 C 프로그램 Scheme 프로그램으로 구성 

되어 time- series waveform 데이터와 여러 가지 파라미터 파일을 CD-ROM에 

기록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실행되는데， 현재 하루에 일곱 번 

runDaily Archi ve. sh 모률이 실행되어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 그리고， 하드디스 

크에 저장된 파일은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CD-ROM으로 기록하게 된다.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Archiving 데이터는 저장되는 시점에 따라 4가지 

의 상태를 가지게 된다. 각각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가 active 

File name은 gong :jexport/data/archive/cdrom#/<volumename>.active 

와 같이 표시된다. 

• Disk에 Continuous Data를 보관하기 시작할 때 파일의 확장자를 위와 

같이 바꾼다. 

각 상태별로 ‘.’ 뒤의 파일 확장자가 서로 다르게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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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losed 

- File name은 gong :jexport/ data/archive/cdrom#/<volumename>.closed 

와 같이 표시된다. 

Disk에 Continuous Data 보관을 마쳤을 때 위 와 같이 확장자가 변경 

된다. 

다. 확장자가 없음 

- File name은 gong:/export/data/archive/cdrom#/<volumename>와 같 

이 표시된다. 

- Disk에 Continuous Data 보관중일 때 위와 같이 확장자가 변경된다. 

라. archived 

- Filename은 gong :jexport/datalarchive!cdrom#/<volumename>.archived 와 

같이 표시된다. 

CD-ROM으로 Disk의 Continuous Data를 성 공 적 으로 기 록 했을 때 

위와 같이 확장자가 변경된다. 

다음은 자동으로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Archiving 애플라케이션인 

runDaily Archive.sh와 관리 자가 실 행 해 주어 야 하는 wrÍte_CD_ vol 모률 

의 실행 과정이다 

a. runDaily Archive.sh 

- DiskLoop로 부터 gong:/data/archive/ cdrom#/<volumename>.xxxx 에 

Archiving을 위한 파일을 생성한다. 

-생성이 끝난 volume은 < volumename> .closed으로 표시되어 CD_ROM 

으로 기록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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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의 Cron Job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실행된다. 

/ opt/ ems/ scripts/bin/runDaily Archive. sh가 하루에 일 곱번 실 행 된다. 

gong:/ export/ data/archive/cdromO - 6번까지 모두 7개 의 contmuous 

file CD image가 저 장가능 하다. 

CD image를 위해서 3GB가 할당되었고 한 lmage는 4일 기준으로 

500MB이므로 총 24일간의 CD image를 하드 디스크에 보관가능하다. 

b. write CD vol 

- /opt/ems/scripts/bin에 위 치 한다. 

runDaily Archive.sh에 의해서 생긴 데이터 파일들을 보고 상태를 체크 

한 후 같은 Directory의 bumCD를 부른다. 

- BumCD Shell 프로그램으로 volume.archived파일들을 CD-ROM으로 

실제로 기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c. CD-ROM으로 기록된 내용은 4.1ARS의 내용과 같이 ARS를 사용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d. Segmented 데 이 터 기 록 

/ data/wfms/ 디 렉 토리 에 위 치 하며 analysLarch 오라클 유저 로 접 

근이 가능하다 (그림 5- 6 참고) 

- 현재 하드디스크에만 저장이 되고 있으며 CD-ROM으로 저장하려 

면 별도의 작업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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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Event Bulletin 

오라클 Rev 유쩌 

테이블 

Final Event Bulletin 

유저 

테이블 

그림 5-6. ARS와 오라클 RDBMS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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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토의 및 제언 

‘95년 1월의 고베지진 이후 ’96년 12월의 영월지진이 한반도 전역에서 감 

지됨으로서 지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97년 6월의 경주지진 

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지진안전성과 함께 지진 관측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경주지진 발생 당시에는 기상청의 아날로그 관측소 12개소와 자원연구소 

의 디지털 127R 소 관측소가 전부였으며 디지털 관측소의 경우에서 기록계의 

dynamic range의 제한으로 완전한 지진기록을 획득하지 못하였다. ’97년 7월 

말 국무총리 주재의 지진대책회의 후 현재 지진관측망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거나 설치 예정인 기관은 다음과 같다. 

- 자원연구소 : 핵실험 감시를 위한 원주 KSRS array 관측망 및 주요 단층대 

의 지진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관측망. 

- 기상청 . 지진통보를 위한 전국 규모의 디지털 관측망 

전력연구원 : 원자력 발전소의 지진안전성 확보를 위한 발전소 부지 주변의 

지역관측망 

원자력안전기술원 : 원자력 발전소 구조물의 지진응답 계측기의 검증을 위한 

원전부지내의 지진관측소 

방재연구원 : 전국의 지진재해 감시를 위한 관측망 

- 대학 : 지역별 지진 모니터링 및 지진연구를 관측소 

이와 같이 각 기관별로 독자적으로 관측망을 구축할 경우 중복 투자의 가 

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중복 설치의 원인을 분석할 필요 

성이 있다. 중복 설치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타 기관의 관측소에 직접 접속할 수 없으며， 접속할 수 있어도 운영 시스템 

의 차이로 자료 획득이 불가능하다. 

관측의 제반 변수를 확인할 수 없다. 

m … 



기관별 관측 목적이 상이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본 연구에서는 open station 개념을 도입 

하였다 open statlOn이란 관측소 설치 기관은 super user로서 기관의 관측 목 

적에 조정할 수 있고， 타 기관은 public user로 지진자료， 관측변수 및 운영과정 

을 가져갈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측소 시스템은 

multi - users의 동시 접속이 가능하여야 하며， 모든 기관이 현재 공유하고 있는 

Intemet 통신 방법 이 가능하여 야 한다. 현재 Intemet 통신 및 multi-users의 

동시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은 미국 Quanteπa사의 지진계가 유일하며， 미국 지 

질조사소 (USGS)와 국제통합관측연구소 (IRIS)에 표준으로 채택하였고， 일본 

방재연구원 및 중국지진국에서도 운영 중에 있다. 자원연구소는 향후 국가 통 

합 관측망 구축을 대비하여 기상청 전력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및 대학과 

협의하여 속도 및 가속도 수진기를 모두 부착할 수 있는 Quanteπa사의 Q4128 

를 한국 표준 지진기록계로 선정하였다. 

자원연구소는 ‘94년부터 지진관측소를 설치 운영 중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관측소 위치 선정시의 고려 사항부터 수진기실과 기록 

계실의 설치시 공사의 순서를 설명하여 현재 지진관측소 설치를 계획중인 기관 

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접지공사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매우 

중요하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자원연구소는 핵확산금지조약 (CTBT)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UN산하에 

설치된 국제자료센타 (IDC)의 한국자료센타 (NDC)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원주 

KSRS array 관측망의 소유 및 운영권 이관을 한국측 외무부， 과기처， 국방부 

와 미국 국방부가 협의 중에 있다. 자원연은 원주 관측망 자료의 실시간 획득 

및 자동 자료 처리를 위해 IDC에서 사용중인 소프트혜어인 Korea Earthquake 

Monitoring System (KEMS)를 구입하였다. KEMS는 지진자료의 세계 표준 

database schema cj CSS3 .0를 채택하고 있다. 자원연은 KEMS의 source code 

를 변경하여 이를 KEPRI에 공급하였고， 대학에 공급할 예정으로 있다.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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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료처리프로그램의 disk buffer의 구조 및 

database schema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 구축 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페
 



N. 참고문헌 

기원서， 도성재， 1995, 제3기 어일분지 남부 지역의 지질구조. 지질학회지， 31 , 

10- 20. 

김광호， 도성재， 1994, 양남분지에 분포하는 제3기 지층의 고자기 연구. 지구과 

학회지， 15, 1, 36- 45. 

김광호， 도성재， 황창수， 임동성， 1993, 포항분지에 분포하는 제37] 지층의 고자 

기. 자원지 질， 26, 4, 507- 518. 

김근수， 김종열， 정규귀， 황진연， 이준동， 1995, 경상북도 경주-김포 일원에 분포 

하는 화강암류의 Rb-Sr연 대 . 지 구과학회 지 , 16, 272- 280. 

김봉균， 1968, 감포 울산 부근에 분포하는 역암층의 지질시대에 관하여. 지질학 

회 지 , 4, 47- 48. 

김봉균， 1970, 한국의 선 제37] 퇴적층에 관한 연구. 지질학회지， 6, 77- 96. 

김옥준， 홍만섭， 이기태 ， 1963, 한국지질도(1:50 ，000) 삼끈리도폭. 36p. 

김용준， 이대성， 1983, 석포-덕구간 분포하는 소위 홍제사화강암의 지질시대와 

생성과정에 대한 연구. 광산지질， 16, 163 • 22l. 

김인수， 1992, 새로운 동해의 성인모댈과 양산단층계의 주향이동운동. 지질학회 

지 , 28, 1, 84 • 109. 

김인수， 강희철， 1989, 어일분지 일대에 분포하는 제3기층에 대한 고자기학적 

연 구. 지 질 학회 지 , 25, 273- 293. 

김인수， 강희철， 1996, 남한 제3기분지지역에 대한 고자기 연구:l. 장기지역. 자 

원환경지질， 29, 3, 357- 367. 

류충렬， 경재복， 김인수， 1997, 울산단층대 동측의 신기지구조운동과 지형발달.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저1]30차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요약집， 14. 

류충렬， 김인수， 1997, 양산통도사 일원의 파쇄구조 : 양산단층대 우향이동의 증 

-138-



거.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제30차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요약집， 18. 

류충렬， 양경희， 김인수， 1996a, 울산단층 주변의 제4기단층 : 활성단층인가? 제 

51차 대한지질학회 학술발표회 요약집， 79- 80 

류충렬， 양경희， 김인수， 이상원， 1996b, 울산단층 주변의 제4기단층. 부산대학교 

사대 논문집 , 33, 311 - 327. 

민경덕， 김원균， 이대하， 이윤수， 김인구， 이영훈， 1994, 포항일원에 분포하는 제 

3기 암류에 대한 고자기 연구. 자원환경지질， 27, 49- 63. 

박양대， 윤형대， 1968, 방어진도폭 지질보고서 (1 :50,000). 한국동력자원연구소. 

14p. 

손문， 1998, 한반도 동남부 제3기 마이오세 분지의 형성과 발달-구조지질학 및 

고자기학적 고찰 부산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 학위논문， 233 p. 

손문， 강희철， 김인수， 1996, 남한 제371 분지지역에 대한 고자기 연구: 3. 정자 

울산분지와 그 일원. 자원환경지질， 29, 4, 509- 52. 

손문， 김인수， 1994, 울산군 강동면 제 3기 정자분지의 지질구조와 분지발달. 광 

산지질， 27, 65- 80. 

손문， 김춘식， 김진섭， 김인수， 1998, 한반도 동남부 제371 마이오세 어일 및 장 

항분지의 층서학적 연구: 화산층서를 중심으로. 1998년 대한지질학회 발표요 

。l:P
-, 'l.!- • 

손치무， 이상만， 김영기， 김상욱， 김형식， 1978, 동래 · 월래도폭 지질보고서 

(1 :50,000). 한국동력자원연구소. 27p. 

신성천， 진명식， 1995, 한국 심성암 동위원소 연대지도(1: l. 000. 000) . 한국자원연 

구소. 

영광 3， 4호기 최종안정성분석 보고서 

울진 3, 4 호기 최종안정성분석 보고서 

원종관， 박병권， 이상헌， 1993, 삼척 ←고사리도폭(1:50 ，000). 

월성 2, 3, 4호기 최종안정성분석 보고서， 제 1 ， 2권， 한국전력공사. 

m 

ω
 



윤석 규， 1967, 한국지 질 도(1 :50，000) 장성 도폭 18p. 

윤석규， 신병우， 1963, 한국지질도(1:50，000) 울진도폭. 23p. 

윤선， 1982, 한국 어일분지의 제3기층서. 지질학회지， 18, 4, 173-180. 

윤선， 1988, 한반도 남부의 제3기 층서. 한국과학재단 연구 보고서， 25p. 

윤선， 장기홍， 유환수， 이영길， 1991 , 한반도 남부의 제371 분지 발달사， 광산지 

질 , 24, 3, 301 - 308. 

윤형대， 박양대， 1968, 울산도폭 지질보고서 (1:50,000). 국립지질조사소. 20p. 

이동영， 김주용， 윤상규， 1989, 포항(울산지역 제4기 지질조사연구， 한국동력자 

원연구소， 연구보고서 KR- 89- 1B, 179- 224. 

이민성， 강펼종， 1964, 양산도폭 지질보고서 (1 :50,000). 한국동력자원연구소. 

24p. 

이봉주， 류충렬， 최위찬， 1998, 경주시 양남면의 제4기 단층. 지질학회지 투고중. 

이종혁， 김용준， 최병렬， 1993, 죽변一임원진도폭 지질보고서. 20p. 

이현구， 문희수， 민경덕， 김인수， 윤혜수， 板감微九， 1992, 포항 및 장기분지에 

대한 고지자기， 층서 및 구조연구; 화산암류의 K- Ar 연대. 관산지질， 25, 

337- 349. 

이현구， 윤혜수， 송석환， 나춘기， 1995, 한국 동남부 제3기 퇴적분지내의 염기성 

화성암류에 대한 지화학적 동위원소적 연구. 대한지질학회 제50차 학술발표 

회 요약집， 22- 23. 

立岩 擬， 1924, 조선지질도; No2 , 연일 ←구룡포 조양도폭， 조선총독부. 

장태우， 강필종， 박석환， 황상구， 이동우， 1983, 부산 · 가덕 도폭 지질보고서 

(1:50,000). 한국동력자원연구소. 22p. 

장태우， 황상구， 1984, 가음도도폭 지질보고서 (1 :50,000). 한국동력자원연구소. 

27p. 

전희영， 1982, 포항지역에 분포하는 진제3기층군의 고식물군 연구. 한국동력자 

원연구소， 조사연구보고， 제 14호， 7→ 23. 

140-



조용찬， 1997, 동래 외동지역 동래단층의 고응력장 해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이 

학석사학위논문， 67 p. 

조화룡， 1978, 한국포항주변 해안평야의 지형발달， 동북지리， 30, 152- 160. 

지헌철， 류창하， 신인철， 1998, 경상분지에서의 지진연구(W) ， 한국자원연구소 

KR- 97(C) - 3 

지헌철， 전명순， 전정수， 신인철， 1996, 경상분지에서의 지진연구(II ), 한국자원 

연구소 KR- 95(C) - 5 

지헌철， 전정수， 신인철， 1997, 경상분지에서의 지진연구(ill) ， 한국자원연구소 

KR- 96(C) - 4. 

진명식， 김성재， 신성천， 1988, K - Ar 및 횟션트랙법에 의한 포항 감포 일대 화 

산암류의 암석연령 측정연구. 연구보고서， KR- 87- 27 동위원소 지질연구， 한 

국동력자원연구소， 51- 88. 

진명식， 김성재， 신성천， 1989, K - Ar 및 횟션트랙법에 의한 한국 동남부 지역 

화강암 및 화산암류의 암석 광물연령 측정연구. 연구보고서 KR- 88- 6D, 한 

국동력자원연구소， 53- 84. 

진명식， 김성재， 신성천 ， 1990, K-Ar과 횟션트랙 연령측정에 의한 한국 동남부 

지역 화강암류의 지열사와 냉각사연구.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연구보고서 

KR- 89 • lC, 65- 105. 

진명식， 김성재， 신성천， 1991 , 한국 동남부 지역 화강암류의 횟션트랙 및 K - Ar 

연령: 화성활동사와 지체구조적 의의.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연구보고서 

KR- 90- 1B • 2, 57- 98. 

최위찬， 류충렬， 기원서， 이봉주， 이병주， 황재하， 박기화， 최영섭， 최성자， 최범 

영， 조등룡， 김복철， 송교영， 채병곤， 김원영， 김중렬， 이상규， 조성준， 황세호， 

황학수， 김유성， 현혜자， 박인화， 이희일， 이통영， 이창범， 김주용， 양동윤， 박 

덕원， 신성천， 김유숙， 김인준， 류장한， 진명식， 전명순， 지헌철， 전정수， 신인 

철 ， 강익범， 신현모， 권무창， 오수정， 김상곤， 임무수， 김순길， 정항영， 1998, 

m 

돼
 



양산단층을 고려한 설계기준지진의 재평가 최종보고서. 한국자원연구소， 한 

국전력공사， 1694 p. 

최위찬， 황상구， 김영범， 1986, 영광도폭 지질보고서 (1:50,000). 한국동력자원연 

구소. 31p. 

최위찬， 황제하， 

자원연구. 

。 。

τrτ'l， 김동학， 1988, 1;25,000 지질도폭보고서 (어일) , 한국동력 

CANA TOM, 1977, Final site analysis report(Wolsung- 1 nuclear power 

plant). 

Chang, K. H. , 1975, Creataceous stratigraphy of southeast Korea. J Geol. 

Soc. Korea. , 11 , 1- 23. 

D' appolonia, 1979, 원자력후속기부구자점 예비 안정성 분석보고서: 한국전력주 

식회사. 

Han, ]., 1989, Miocene paleomagnetic data from southem Korea: Implication 

on model for opening of the Japan Sea. M. S. thesis, Texas A & M 

Univ. , 132 p. 

Jin , M. S. Gleadow, A.].W. and Lovering, ].F. , 1984, Fission track dating of 

apatite from the Jurassic and Cretaceous granites in South Korea. Jour. 

Geol. Soc. Korea, 20, 257- 265. 

Jo, H. R., 1980, Holocene sea- level changes on the east coast of Korean 

peninsula. Geogr. Rev. of Japan , 53, 5, 317- 328. 

Kim, J Y., 1990, Quatemary stratigraphy of the terrace gravel sequences in 

the Pohang area (Korea). Ph.D. thesis ,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K. H., Won, J K., Matsuda, ]., Nagao, K and Lee, M.W. , 1986, 

Paleomagnetism and K - Ar age of volcanic rocks for Goryongpo area. J 

Korea Inst. Mining Geol., 19, 231 - 239. 

Kim, S. W. , 1973, A study of the terraces along the southeastem coast 

-142-



(Bängeojin- Pohang) of the Korean peninsula. ]. Geol. Soc. Korea, 9, 

89- 12l. 

Kim, W. H., 1990, Significance of Early to Middle Miocene planktonic 

forarniniferal biostratigraphy of the E - core in the Pohang basin, Korea. ]. 

Paleont. Soc. Korea, 6, 144-164. 

Lee, D. Y. 1985, Quaternary deposits in the coastal fringe of the Korean 

peninsula. Ph.D. Thesis, Vrije Univ. of Brussels. 

Lee, M. ]., Lee, ]. 1. and Lee, M. S. , 1995, Mineralogy and major element 

geochemistry of A - type alkali granite in the Kyeongju area, Korea. Jour. 

Geol. Soc. Korea, 31 , 583- 607. 

Oh, G. H., 1977. The geomorphic history of the southeast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Geogr. Rev. of Japan , 50- 12, 689-699. 

Okada, A., Watanabe, M. , Sato, H., Jun, M.S. , Jo , W.R., Kim, S.K., Jeon , 

].S., Chi, H.C. and Oike, K., 1994, Active fault topography and trench 

survey in the central part of the Yangsan fault, Southeast Korea, Jour. 

Geogr. Japan, 103, 111- 126. 

Paik, K. H. , Woo, K. S. and Park, Y. A., 1992, Paleoceanography and 

paleoenvironment of the Middle Miocene Sonjeon formation , Yangnam 

basin, Korea. Jour. Geol. Soc. Korea, 28, 142-15l. 

Quanterra, 1nc. , 1T ’S REAL TH1NG, 1996. 

Quanterra, 1NC., Ultrashear Software Configuration Guide, 1998. 

Quanterra, 1nc., Q4120 Operation, 1998. 

Song , S. , Lee, H. K., Yun, H. , 1997, Petrogenesis of Tertiary volcanic rocks 

from the southeastern part of Korea. 1n Lee, Y. 1. and Kim, ]. H., eds. , 

1997, Tectonic Evolution of Eastern Asian Continent: Geol. Soc. Korea 

50th Anniv. 1nt'l Symp. , p. 219- 224. 

-143-



Yi, S. and Yun, H., 1992, Miocene calcareous nannop1ankton from the 

Pohang basin, Korea. Pa1eont. Soc. Korea Spec. Pub. No. 1, 194. 

Yi, S., 1992, Miocene calcareous nannop1ankton from the Pohang basin, 

Korea. Ph.D. thesis, Chungnam Nationa1 Univ. , 119p. 

Yoon, S. , 1976, The Tertiary deposits of the U1san Basin No. 1. Tertiary 

deposits in the eastem b1ock. ]. Col1. Lib. Arts and Sci. Pusan Nat ’l 

Univ. , 15, 67- 71. 

Yoon, S., 1979a, The Tertiary deposits of the U1san Basin, No. 2. Molluscan 

fossi1s. ]. Geo1. Soc. Korea, 15, 1 - 36. 

Y oon, S., 1979b, Neogene mulluscan fauna of Korea. Mem. Geo1. Soc. China, 

3, 125- 130. 

Yoon, S., 1990, Geo1ogic event of the Tertiary Yangnam and Pohang basins, 

Korea With a remark on the ongm of the Yamato basin of the ]apan 

Sea. Saito Ho- on Kai Spec. Pub. , No. 3, 303- 309. 

Yoon, S. , 1992, Pa1eoenvironmenta1 change of the Tertiary Yangnam and 

Pohang basins of the southem Korea Peninsula. Mem Geol. Soc. ]apan, 

37, 117- 124. 

Yoon, S. , 1997, Miocene- P1eistocene volcanism and tectonics in southem 

Korea and their re1ationship to the opening of the ]apan Sea. 

Tectonophysics, 281 , 53- 70. 

Yun , H. S. , 1986, Emended stratigraphy of the Miocene formation in the 

Pohang Basin, Part 1. ]. Pa1eont. Soc. Korea, 2, 54 • 69. 

Yun, H. S., Yi, S. , Byun, H. , 1997, Tertiary system of Korea. Pa1eont. Soc. 

Korea Specia1 Pub1ication, No. 3, 1- 30. 

Yun, H. , Pai1, K. H. , Chang, S. K., Yi , S., 1990, Microfossi1 assemb1ages 

from the Bomun area. ]. Pa1eont. Soc. Korea, 6, 1• 63. 

-144-



부록 A. 경상분지 지역관측망 지진목록 

(97/12 - 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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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경상분지 지역관측망 지진목록 (97/12 - 98/10)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표기법은 다음과 같다 

Origin 지진의 발생시각 

Time YjMjD는 년/월/일이며 h:m:sec는 시:분:초를 의미함. 

Epicenter 진 앙의 위 치 

Lat. 및 Long.는 위 경 도를 나타냄 . 

Depth 진원의 심도로 단위는 Km임. 

M 지 진 의 규모 (local magnitude) 

RMS 진앙결정시 계산 및 측정시간의 RMS 에러로 단위는 초임. 

STA 관측소의 이름. 

Epi-dis 진 앙으로 부터 관측소까지 의 거 리 . 

P-time 기록된 지진파형에서 판독한 초동 P파의 도착시간으로 부터 지진의 발 

생시간을 뺀 값으로 진원에서 관측소에 가장 먼저 도착한 P 위상의 전 

파시 간 (traveltime)을 의 미 함. 

Rp 지진파형으로 부터 판독한 초동 P파의 도착시간의 주관적인 신뢰도. 

Pol 수직성분의 초동 P파의 극성 (p이arity). U는 초동 P파의 운동방향이 

상향이고 D는 하향을 나타냄. 

S-P 기록된 지진파형에서 초동 P파와 초동 S파의 도착시간의 차를 의미함. 

Rs 판독한 초동 S파의 도착시간의 주관적 신뢰도. 

Azmax 수직성분의 최대 속도의 크기. 단위는 μkine (nmjsec) 임. 

Remark 기록시 관측소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명시한 것임. 

'No corr.'은 기록시 시각보정이 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나타냄. 

’Saturated'는 amp 보도에 의 해 증폭된 signal의 전압이 주어 진 AjD 보 

드의 최대전압보다 큼을 의미함. 

file # 각 관측소의 지진자료의 일련번호로 예를들어 지진목록에 'BBK ....... . 

1234'는 '1234.BBK’라는 data file를 의 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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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 Time Epicneter 

Y끼이/D h:m:sec. Lat. Long. Depth M RMS(sec.) 

STA Epi - Dis P - time Rp Pol S-P Rs Azmax Remarch file # 

(Km) ( μ kine) 

97/12/04 14:02:52.71 35- 42.93 129-32.42 10.00 2.0 0.05 

BBK 18.1 3.50 A D 2.52 A 657 5094 

MKL 26.9 4.72 A D 3.62 A 1011 4263 

DKJ 46.3 7.92 A D 5.93 A 477 4653 

97/12/25 18:24:22.23 35-33.22 129-24.93 6.65 1.8 0.04 

BBK 3.2 

MKL 25.0 

HAK 42.1 

1.19 A D 

4.34 A U 

7.20 A D 

0.98 A 

3.17 B 

5.17 A 

2022 

539 

298 

。
。

1i 

이
4
 

% 

께
싸
 따얘
 

98/01/13 10:08:03.28 35-53.23 128-26.06 14.96 2.8 0.07 

CGD 48.7 8.39 A U 6.38 A 1138 0382 

DKJ 61.5 10.51 A D 7.79 A 770 4668 

CHS 67.4 11.18 A D 8.20 A 1224 1608 

KMH 75.2 12.78 A U 1195 2846 

MKL 75.2 12.66 A D 9.42 A 472 4340 

HAK 96.6 16.67 A D 12 .18 A 397 3558 

BBK 97.1 16.47 A U 12.31 A 1786 5116 

GRE 113.7 18.38 A D 9.62 A 2647 2112 

KJM 118.2 14.56 A U 14 .13 A 45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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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1/20 02:06:09.59 35-11.62 129-13.40 4.05 2.5 0.01 

MAK 19.7 

KMH 3l.6 

3.35 A U 

5.33 A U 

2.50 

3.93 

A 4710 

A 1409 

98/01/22 07:10:26.99 36-17.15 127-3.61 10.00 2.9 0.39 

MUN 163.3 

CGD 177.9 

KMH 198.6 

26.54 A + 

27.25 B 

30.95 B 

12.70 B 916 

21.15 A 269 

2l.77 A 277 

98/02/20 01:22:31.68 35-30.77 129- 54.29 26.04 2.2 0.10 

3484 

2850 

0481 

0388 

2854 

BBK 43.0 8.26 A U 6.00 A 283 5130 

HAK 58.6 10.16 A U 7.96 A 345 3578 

KMH 90.8 15.14 A U 11 .41 A 238 2885 

CGD 96.6 18.09 A D 10.62 A 294 0401 

98/02/20 19:40:44.14 37-03.97 128- 59.15 4.46 2.6 0.07 

CHS 98.9 

DJK 125.0 

HAK 134.7 

MKL 150.1 

BBK 170.2 

16.60 A U 

20.81 A D 

22.60 B 

24.99 B + 

27.99 A U 

12.30 A 396 

15.51 A 246 

16.59 A 208 

18.25 A 250 

21.29 A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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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4688 

3579 

4463 

5131 



98/04/02 09:34:04.17 36-00.36 127-21.18 10.00 2.9 0.33 

09:34:04.80 36-18.00 127-24.00 2.3 (KMA) 

GRE 83 .3 17.02 A D 8.82 A 2947 2474 

CGD 142.1 23.08 A U 17.17 B 325 0417 

MUN 148.0 31.95 A 15.17 A 322 0552 

CHS 157.7 30.75 A U 17.72 A 368 no COIT. 1624 

DK] 158.8 25.31 A D 18.48 A 331 4704 

MKL 173.5 27.63 B 20.33 A 321 4581 

HAK 194.1 30.81 B + 23.39 B 248 3647 

BBK 194.4 3l.23 A U 23.50 A 364 5195 

BGD A U 176 no COIT. 0115 

98/04/03 12:07:35.27 34-50.00 128-52.33 13.01 2 .4 0.05 

K]M 25.5 19.56 A U 583 no COIT. 2254 

CGD 85.5 14.41 A D 310 0418 

BBK 97.2 16.27 B 213 5197 

MKL 105.0 17.37 B + 255 4584 

HAK 134.1 2l.91 B 175 3651 

98/04/10 19:00:36.64 35-03.55 129- 05.00 13.69 2.3 0.31 

KMH 34.5 6.13 A D 5.40 B 284 2913 

MAK 35.3 6.36 271 4611 

CGD 64.2 10.83 303 0420 

BBK 65.8 1l.28 B 321 5202 

MKL 75.8 13.65 A 307 4611 

HAK 103.5 16.76 5.98 231 3658 

왜
 

1 
l 
i 



98/04/11 16:21:13.08 35-37.03 129-48.51 23.22 2.6 0.06 

BBK 33.9 6.68 A D 5.00 A 827 5205 

HAK 44 .1 8.02 A U 6.20 A 1139 3659 

MKL 52.7 9.44 A D 6.95 A 591 4615 

MAK 63.5 10.99 A D 8.16 A 923 3524 

DKJ 72.7 12.40 A U 9.24 A 496 4712 

KMH 85.7 14.39 A D 10.70 B 1281 2914 

CGD 87.3 14.72 A U 10.72 A 511 0421 

CHS 89.9 29.86 A U 11.05 A 502 no corr. 1625 

98/04/15 07:28:28.82 35-51.18 129-40.89 15.53 2.8 0.09 

HAK 18.1 3.94 A U 3.00 A 13870 3662 

BBK 37.8 6.85 A D 5.17 A 1644 5207 

MKL 41.9 7.47 A D 5.50 A 1422 4627 

CHS 64.3 11.05 A D 7.70 A 1825 no corr. 1626 

MAK 70.6 11.97 A D 8.76 B 850 3526 

CGD 80.6 13.37 A D 10.80 A 1267 0422 

KMH 88.8 14.81 B 10.79 B 833 2916 

98/04/24 04:39:55.79 35-40.00 128-46.23 14.60 2 .4 0.18 

CGD 9.7 3.04 A U 1.95 A 5752 0428 

KMH 38.7 7.13 A U 1397 2920 

DKJ 43.6 7.78 A D 5.48 A 846 4720 

BBK 61.2 10.73 A U 7.49 A 628 5214 

CHS 63.7 10.99 A D 7.60 A 395 1630 

KJM 94.3 15.64 A U 11.25 B 249 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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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4/29 01:23:04.87 35- 20.19 129-24.67 14.67 2.2 0.03 

MAK 21.4 4.30 A D 

BBK 26.7 5.08 A U 

KMH 44.0 7.79 A D 

MKL 46.0 8.11 A U 

98/05/01 07:16:58.25 36-05.39 

07:16:55.70 36-06.00 

CGD 84.9 14.29 B U 

CHS 88.0 14.67 A D 

DKJ 90.9 15.44 A U 

MKL 109.0 18.49 A U 

KMH 110.6 18.34 B + 

GRE 110.6 22.29 B U 

MAK 124.9 20.81 B 

HAK 126.0 21.39 B U 

BBK 132.0 22.09 B + 

KJM 146.3 23.82 A U 

MUN 201.9 38.56 B D 

3.22 

3.83 

5.74 

5.96 

A 1495 

A 1224 

A 894 

A 340 

128-07.18 7.22 2.6 0.18 

128-00.00 2.5 (KMA) 

10.45 499 

10.87 B 278 

11.22 496 

13.00 A 340 

517 

9.20 B 1660 

15.71 B 347 

175 

16.26 A 364 

288 

48.25 A 261 

98/05/13 12:49:49.29 34- 46.11 128-52 .40 10.00 2.1 0.13 

KJM 26.5 4.74 A U 

CGD 92.7 15.77 B U 

MKL 11 1.8 18.52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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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265 

132 

3534 

5220 

2925 

4676 

0432 

1635 

4745 

4684 

2926 

2612 

3536 

3679 

5222 

2270 

O않4 

2280 

0437 

4730 



98/05/14 14:23:10.05 36-40.04 128-21.79 7.88 2.6 0.05 

14:23:09.40 36-42.00 128-24.00 2.2 (KMA) 

CHS 84.9 14.28 A U 10.45 A 563 1638 

DKJ 104.7 17.55 A U 13.04 A 520 4754 

MKL 130.8 2l.73 A D 16.1 1 A 170 4734 

HAK 13l.3 2l.93 A D 16.18 A 231 3693 

98/05/28 13:35:36.22 34-41.46 128-12.60 21.45 2.3 0.80 

KJM 38.3 

MKL 148.8 

BBK 148.8 

7.53 A U 

23.47 B U 

2l.30 B 

5.23 A 178 

18.29 B 184 

17.80 A 397 

2294 

4808 

5245 

98/06/01 14:24:04.97 34-29.28 128-47.11 18.76 2.3 0.29 

KJM 4l.8 

BBK 134.6 

MKL 143.9 

7.75 A U 

21 .42 B D 

22.18 B + 

5.39 B 

15.86 B 

18.20 B 

때
생
 
π
ω
 

mm 

2299 

5250 

4830 

98/06/07 17:39:28.88 34- 27 .42 128- 54.05 7.92 3.2 0.24 

17:39:26.30 34-24.00 129-00.00 2.8 (KMA) 

KJM 50.0 8.39 A D 6.64 A 4214 2302 

KMH 98.2 16.36 B + 12.75 B 1807 2944 

MAK 104.1 17.45 B + 13.44 A 1042 no corr. 3575 

CGD 127.3 20.75 B + 16.29 B 1144 0446 

BBK 133.5 22.04 A U 17.25 B 619 5264 

MKL 144.6 23.59 B + 18.22 A 529 4848 

DKJ 166.1 26.71 B 20.57 B 600 4777 

HAK 172.0 28.11 B + 2l.92 B 430 3727 

m 

ι
 



98/06/13 18:24:01.61 36- 44.04 130- 00 .47 12.82 2.6 0.23 

18:24:03 .40 36-42.00 130-00.00 2.4 (KMA) 
HAK 100.4 16.45 B + 14.43 B 482 3734 

CHS 102.7 17.35 A U 12.81 A 222 1805 

DKJ 119.0 19.79 A U 13.19 A 307 4784 

98/06/13 23:29:46.69 36-42 .40 129-59.48 8.77 2.8 0.29 

23:29:49 .40 36-42.00 130- 06.00 2.4 (KMA) 
HAK 97.0 15.86 B 13.23 B 813 3735 

CHS 99.8 16.79 A U 12.79 B 371 1806 

DKJ 115.7 19.17 B U 14.40 B 576 4785 

CGD 160.1 25.73 B + 19.71 A 180 0450 

98/06/19 06:19:46.06 36-37.01 128-25.10 5.30 2.6 0.11 

06:19:46.30 36-42.00 128-24.00 2.3 (KMA) 
CHS 77.5 13.13 A U 9.65 A 638 1808 

CGD 118.8 19.86 A U 15.19 A 239 0453 

KMH 148.7 24.38 B + 19.00 B 178 2950 

98/06/27 22:27:10.54 35-49.81 129- 27.90 13.16 1.4 0.37 

HAK 1l.2 

MKL 22.9 

BBK 28.3 

2.56 B + 끼
씨
 
% 

τ
ι
 

?J 

?
니
 

?
ι〕

B 368 

B 241 

B 501 

3747 

4870 

5278 

4.00 A D 

5.86 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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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6/28 03:51:37.78 36-53.78 129-33.82 18.00 2.6 0.09 

CHS 90.2 

DKJ 113.2 

MKL 132.6 

15.24 B + 

18.55 B 

21.19 B 

98/07/02 05:52:44.94 33-21.93 

KJM 164.8 26.91 B 

BGD 182.6 36.59 B 

KMH 227.0 34.30 B 

CGD 253.5 39.25 B 

BBK 267.1 37.15 B 

DKJ 295.9 45.82 B 

11.28 A 646 

14.14 A 274 

16.19 B 217 

128-17.15 5.32 3.4 0.79 

19.03 A 1254 

29.62 B 671 

25.51 A 742 

29.18 A 451 

30.54 B 321 no corr. 

32.07 A 236 

98/07/07 17:37:12.99 35-57.65 129-49.20 16.30 3.0 0.59 

17:37:12.30 36-00.00 129-54.00 2.7 (KMA) 

HAK 28.9 5.53 A D 4.74 A 8797 

MKL 58.1 9.72 A D 7.78 B 1209 

DKJ 63.9 11.78 A D 8.32 A 1705 

CHS 70.0 11.31 B + 8.69 A 1978 

MAK 87.8 14.19 B 11.03 A 1521 

CGD 96.7 15.63 B 12 .1 4 A 633 

KMH 106.1 17.23 B + 12.98 A 1137 

KJM 167.9 26.33 B 20.33 B 430 

-154-

1810 

4800 

4873 

2322 

0211 

2953 

0457 

5281 

4805 

3753 

4924 

4823 

1811 

3590 

0458 

2954 

2327 



98/08/04 21:43:21.26 35-34.83 128-57.31 13.89 2.8 0.15 

21:43:34 .40 35-30.00 128-48.00 2.9 (KMA) 

CGD 10.3 2.97 A D 2.17 A 12078 

KMH 26.6 4.91 A U 3.65 B 6498 

MAK 31.2 5.98 A U 4.19 B 4864 

DK] 42.8 7.49 A U 5.57 A 2674 

HAK 62.7 10.70 A D 8.11 B 1002 

98/09/04 15:45:42.81 34-37.34 128-16.01 12.71 2.2 0.08 

K]M 37.7 

CGD 121.0 

MKL 151.7 

6.65 A U 

19.92 A D 

24.11 B 

98/09/12 23:08:09.01 35-55.04 

23:08:09 .40 35-54.00 

DK] 14.3 3.64 A D 

MKL 20.9 4.39 A U 

CHS 33.0 6.09 B + 

BBK 40.9 7.26 A U 

CGD 51.6 9.25 B + 

KMH 70.9 12.23 B + 

K]M 135.3 22 .12 B 

5.07 B 382 

15.12 B 118 

18.61 B 137 

129-16.01 14.53 2.6 0.19 

129-18.00 2.3 (KMA) 

2.37 A 5485 

2.97 B 4984 

5.26 B 1074 

4.19 B 1375 

6.39 A 1119 

8.69 A 1330 

16 .10 B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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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8 

2959 

3601 

4837 

3763 

2352 

0485 

5203 

4878 

5233 

1813 

5379 

0491 

2974 

2359 



98/09/18 00:22:11.51 35-56.26 129-18.69 14.22 2.5 0.09 

DKJ 18.1 3.79 A D 2.98 B 3212 4886 

MKL 23.9 4.61 A + 3.65 B 5022 5245 

CGD 56.1 9.75 B 7.31 A 502 0496 

MAK 64.4 11.26 B + 8.09 A 578 no corr. 3634 

KMH 74.7 12.83 B + 9.24 A 607 2977 

KJM 139.2 22.74 B 16.87 A 255 2363 

98/10/14 03:50:30.68 35-47.07 128-21 .48 6.32 2.9 1.12 

03:50:31.20 35-48.00 128- 18.00 2.5 (KMA) 
KMH 71.2 11.58 A U 8.66 A 1522 2982 

HAK 104.6 17.39 A U 331 3792 

KJM 108.1 17.04 A U 16 .18 B 1187 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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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한국 지 진관측자료의 표준 Channel n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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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B. 한국 지 진관측자료의 표준 channel namin!! 

- SEED fonnat에 서 는 connectorY- digitizer의 번호로 나타내 는 

physical channel명 대신에 component와 stream의 조합으로 구 

성 된 logical channel명 을 사용하며 , 이 를 표시 하기 위 해 총 3개 

의 영문 대문자를 사용함， 

- 첫 번째 문자(Band Code)는 sampling rate와 센서 의 감지 주파 

수대역으로 구별하며， 두 번째 문자(Instrument Code)는 센서의 

종류， 3번째 (Orientation Code)는 센서 의 방향을 나타낸다 (표 

B- 1 참조) . 

Over- sampling후 re-sampling하는 경 우 sps(sampling per 

second)7} 높은 자료로부터 digital FIR filter을 이용하여 

aliasing effect을 제거한 후 수행되므로 sps가 높은 자료를 최종 

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sensor을 반응주파수 영 

역외의 자료는 의미가 없음. 광대역 센서인 STS-2의 경우 

40Hz 이상의 주파수대역은 사용치 않으며 일반적으로 

short- period sensor의 경 우 에 도 40Hz 이 상의 경 우 sensitivity가 

일정치 않음. 따라서 영구 지진관측소의 최대 sps를 100으로 설 

:A~동L 
。 p.

- real- time monitoring 경 우 전송망의 전송속도등을 고려 하여 20 

sps 자료를 획득함-

- 센서 의 고유 주파수， Nr은 short-period일 경 우 진동자의 주파수 

을 의미하며， feedback <j 경우 보정된 주파수를 의미함. 

기상청의 경우 지진해일의 조기경보를 위해 5 sps 광대역 자료를 

지진기록계로부터 직접 real-time으로 획득함 

-158-



표준 Code 

Band Code Instrument Code Orientation Code 

Sampling rate Natural 
Code Type Code Type Code Direction 

(Hz, sps) freqency (Hz) 

Extremely short Broadband Vertical 
E sps 는 80 Nf>O.1 H Z 

period (high gain) (up : +) 

Short-period North-south 
S Short period 10 드 sps<80 Nf>O.l L N 

(Iow gain) (north +) 

East-west 
H High Broadband sps 는 80 Nf르 0.1 G Accelerometer E 

(east +) 

B Broadband 10 드 sps<80 P 
Geophone 

T Transverse Nf드 0.1 
(very short-period) 

M Mid period 1 <sps< lO F Magnetometer R Radial 

L Long period sps 늑 1 W Wind B Beam 

V 
Very long 

sps늑 0.1 K Temperature Inside 
period 

U 
Ultra long 

sps늑 0.01 D Pressure O Outdoor 
period 

ß-1. SEED format으| 표 

| 
} 

미
∞
 
| 



표준 channel Code 

Broadband Seismometer Short-period Seismometer Accelerometer 

(STS1 , STS2, (JC-V100, S-13, (Episensor, A101 , Recommended 

CMG-40T, .. .) SS- l , L-4, ... ) PA-20, ... ) 

100 sps HHZ, HHN, HHE ELZ, ELN, ELE HGZ, HGN, HGE 
Minimum-phase filtering , 

dial-up, saved as segmented 

20 sps BHZ, BHN, BHE SLZ, SLN, SLE BGZ, BGN, BGE Zero- phase filtering , continuous 

5 sps MHZ, MHN, MHE 
Zero- phase filtering , continuous 

only KMA for Tzunami warning 

1 sps LHZ, LHN , LHE Zero- phase filtering , as requested 

표 6-2. 한국 

| 
] 

∞
 。| 



- 지 진자료의 RDBMS 기 본으로 사용되 는 CSS 3.0 Schema에 서 는 

자료의 검색등에 channel명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에 상응하 

는 C뇨a파d을 사용한다. 이때 지진자료의 효율적 교환 및 분배 

를 위해서 타기관의 database를 연결하여 Orac1e의 Distributed 

database의 data replication 기능을 사용할 경우， chanid가 동일 

하면 system error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규 

약이 필요하다 chanid는 총 8개의 integer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신규 관측소를 database에 등록하여 자료를 처리할 때 한 

번 입력하게 된다 chanid는 sta(관측소명)， chan khannel명). 

time(관측시간， channel의 특성이 관측도중에 변경된 경우)의 

compound key로 18을 [NN SS A B띠]로 표시 할 경 우 NN은 각 

기관의 Network id이며， SS는 관측소의 id, A는 최종 digital 자 

료의 anti - aliasing filter의 종류， 및 B10는 Band, 1nstrument. 

Orientation에 대 한 id를 나타낸다 (표 B-3 참조) . 

1nidCInstrument IDJ는 표 B-4와 같이 규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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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chanid 규약 

Network (NN) station (SS) Anti-aliasing filter(A) Band code Insturement code Orientation code 

KIGAM 10 TJN 20 oversampling , E H 1 Z 1 
0 

KEPRI 12 관측소명은 영문 
zero-phase S 2 L 2 N 2 

KINS 14 oversampling ’ H 3 G 3 E 3 
대문자로 나타내며， 

KMA 20 min-phase B 4 P 4 T 4 

서울대 31 
최대로 4자를 넘지 

M 5 F 5 R 5 only analog 
2 

한양대 32 。L효L f C)T filtering L 6 W 6 B 6 

전북대 33 - 각 기관별의 관측소 V 7 K 7 

전남대 34 
일련번호 

U 8 D 8 

세명대 35 
대외적으로 

경북대 36 

경상대 37 공개되어 있어야 함. 

ß-3. 한국 표 

| 
} 
{}N 

| 



ß-4. Korea standard INID for CSS3.0 

Sensor Serial 
Recorder Type Sensor Type Component Sampling Rate 

Number 

Q680 1 STS- 1 1 Z 1 500 50 

Q4120 2 STS- 2 2 N 2 400 40 
001 , 002, 003, ... 

ACT16 3 JC- V100 4 E 3 250 25 

PRS4 4 SS- l 5 Sensor serial numbers take 125 12 

K2 5 S- 13 6 thre- digits. 100 10 

EpiSensor 8 80 08 
For each sensor type 

JA101 9 50 05 
serial numbers start from 

001 and are added by one 20 02 

as the same type sensor 10 01 

installed. 5 85 

1 81 

0.1 91 

0.01 

rr 
..ll.. 

l 
} 
{
}
ω
 

l 



부록 c. 자원연구소 보유 지진 장비 

-164-



l 
} 
{
}
떠
 

| 

그림 C-1. 자원연구소가 보유한 MARKRAND.사으| 지진장비 . 



| 
] 

α
α
 
l 

자원연구소가 보유한 KINEMETRICS사의 지진장비 그림 C-2 



f--' 
。3

-..:J 

그림 C-3 . MARKRAND사으I 16ACT 기록계 내부 



l 
} 
∞
∞
 
| 

그림 C-4 . KINEMETRICS사으I K2 기 록계 내 부 



| 
} 
{}{} 

| 

그림 C-5 . 지진 관측소 TCP/IP 통신 장비 -



l 
} 
나
。
 
l 

그림 C-6 속도 및 가속도 센서의 비교. 



부록 D. 자원연구소 cable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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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a Recorder 
(Q4120 family) 

Impedence co nverler 
and Pre-amplifie r 
recommended 
value : 4 l imes 많騙[E 

Q.I!.효 

F. G 
811N +0 
711N +1 
611N +2 

31X CNTR 
11X 1, 9, 10, 15 GND 

411N-0 
311N -1 
211N-2 

23X CENBO 

37X CCOM 
35X CCURO 
34X CCUR1 
36X CCUR2 

32X DRTN 
17X MPOSO 
16X MPOS1 
24X MPOS2 

511N +3 
111N -3 

f--• 
~ 
•---7 
f--응 

•--• •--• ξ---7 

←--응 
‘---7 

•-• •• f--녁〉 
•---7 

•-• ~응 
~ 
•---? 

Q.I!.효효띠4표A CJt.l효따LC.훌ξ 

때
 -
뼈
 

-

따
 -
야
 

-

‘, 
-‘‘ 
--

매
 

빼
 -때
 

마
 -
야
 

-x 

Çlt.Q. 

C#O : YSOX -1412TJ3 

MS3106B-24-28S 

C#4 : MS3106B-24-28P 

C#5 : (37P) 206305-1 

C#6: (4P) 206153-1 

C#2 ‘ MS3102A-24-28P 

C#3 : MS3102A-24-28S 

C#1 

1-' 
-.:] 
ι3 

0-1 . Standard configuration of connectors at Korea (between JC-V1 00-30 ( STS2) and Q4128). 그림 



•-‘ 
‘ J 
μj 

Full scale range : 0.5 9 
Differential 20V output : 40V/g 

E꽉 

Accelerometer 

Q흉Z 

C#6 : (4P) 206153-1 
C#7 : 851-08EC14-19PN50 
C#8: (378) 206150-1 

UICase GND 
CIUD (+) 
AINS (+) 
LIEW(+) 

( ) 

•----• •) 
N,P.R Sig. Com •----• (• DIUD (-) 

8 INS (-) 
MIEW(-) 

JIPOWER +12 V 
KIPOWER COM. 

•----• 
←승 

rn. 
F. G 

811N +0 
711N +1 
611N +2 

1111 , 9, 10, 15GND 
411N -0 
311N -1 
211N -2 

뚫꿇멘 

잎훨 Data Recorder 
(Q4120 family) 

그림 0-2. Standard configuration of connectors at Korea (between Episensor and 04128). 



Data Recorder 
(Q4120 family) 

Differential 
and Pre-amplifier 

recommended 
value : 5 times 

ns n/‘ 

빠
 째 

얘
 
씨
‘
 

3 

미
 

뼈
 뼈
 

F 
S 

Qll 

311N -1 
711N +1 

1111 ,9,10,15 GND 
5IF,G 
211N -2 
611N +2 
411N -0 
811N+0 

8% 

% 

8 
%8 

% 

Çjt효 

그림 0-3. Standard configuration of connectors at Korea (between JC-A 101-30 and Q4128). 

•• •• 

11NS (-) 
21NS (+) 

3,9,15 SIG COM 
5IF.G 
7IEW(-) 
8IEW(+) 

10lUD (-) 
111UD (+) 

141DC +12V 
151DC RETURN 

Q쉰A. Q쉰3효Q윈A. Q뀐1효요쉰요 Çjt요효l센요 

C#6 ’ (4P) 206153-1 

C#7 : 851 -08EC14-19PN50 

C#10 : V50X-1479TKS 

C#9 : Y50X-1419ZJ14 ←~ 
-.J 
~ 

C#11: NJW-2416-PM11 

C#12 : NJW -2416-RF 

C#13 : NJW-2416-RM 

C#14 ’ NJW-2416-PF11 



DACS-OMEGA 버
 
댁
 

l SENSOR 歸꽤 

JC-V100-3D-CC 

11EW (+) i 71CH2 (+) ... -
21EW H 1 81CH2 (-) 
31NS (+) 11 CH1 (+) 
41NS (-) 21cH1 (-) 1 

51NS CAL (난 31SIG COM 
61NS CAL (-) 4 
71EW CAL (+) 5IF.G 
81EW CA니j 6 
91uD CAL (-) 91SIG COM 

10 UD CAL(+l 12 SIG COM 

--- .. 
11 UD (+) 1 F 10 CH3묘j 
12 UD (-) 11 CH3 (-) 

13 
14 POWER +12V 
15 OC RETURN 
16 POWER -12 

그림 0-4. Standard configuration of connectors at Korea (between JCV-1 00-30 and OACS-OMEGA) 

JC-V200-3D JC-V100-3D 

C#9 : Y50X-1419ZJ14 

C#11: NJW-2416-PM11 

C#12: NJW-2416-RF 

C#10: V50X-1479TKS 

1-' 

‘ J 
CJl 



부록 E. 지반 진동 관측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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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og 

Anti-aliasing 

Filtering 

，.---‘、

QJ!.ti.Qn.al 

Gain (dB) 

shaking 
i i 

요호.21 

| 
] 

나
나
 
l 

( ’ = r 12) 
C N 

그림 E_ 지반 진동 관측 원리. 

효대~ 

.21슴도 



부록 F. Miniseed 포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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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 MINISEED 형식 

제 1절 SEED 란 무엇인가 ? 

SEED(Standard for the Exchange of Earthquake Data)는 디 지 털 지 진 

자료의 상호 교환을 위한 국제적 표준 포뱃이다. 주로 지진 연구를 위한 학회 

나 관련 기관들간의 아직 처리되지 않은 자료 교환이 목적이며 좀더 정확히 말 

하면 한곳의 위치에서 같은 시간 간격동안 생성된 디지털 지진 자료를 위한 포 

뱃이다. 

1970년 전에는 종이나 필름을 이용한 아날로그 방식의 지진 기록계가 전 

부였다. 그러나 1970년 이후부터는 디지털 지진 기록계가 개발되었고 양질의 

지진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컴퓨터와 호환이 되지않는 

매체， 다른 형식의 포뱃 등으로 자료 교환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표준화가 필요하였고 여러 가지의 표준안이 

만들어졌으나 완전히 하나로 통합되지는 않았다. 1985년 IASPEI (Intemational 

Association for Seismology and Physics of the Earth ’s Interior)가 결성 되 었 

고 여 기 서 다시 FDSN(Federation of Digital Seismographic Networks) 이 만들 

어져 통일된 표준안을 만들기로 하였다. 1987년 모임 후 많은 요소들이 고려된 

새로운 형태의 포뱃을 만들기로 합의가 되었다. 그러나 다른 그룹들은 기존의 

표준안중 SEED를 채택해 표준으로 사용했고 1988년에 정식으로 v2.0을 발표하 

기에 이르렀다. 현재 v2.3까지 발표되었고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에서도 현재 표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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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SEED의 구조 

1. Physical Volume 과 Logical V olume 

SEED 포뱃은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logical volume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매체에 기록될 때는 일반적으로 한 개의 physical volume에 여 러 개의 

logical volume들 이 기 록 되 며 반 대 로 한 개 의 logical volume이 여 러 개 의 

physical volume들에 쓰여질 수도 있다 그림F- l은 이들의 관계를 도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Physical Volume 

。이iona J. Hardware-Specific 
Physical Volume 
Control Header 

Logical Volume 1 

Logical Volume 2 

Logical Volume N 

EOF 
EOF 
EOF 
EOF 

그림 F-1. 물리적 Volume과 논리적 Volume. 

2. Fonnat Object 

SEED volume은 연속적인 fonnat object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크게 

두 가지 로 분류하면 control header 부분과 time series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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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index control header 

control header 부분은 다시 다음과 같이 4개의 header로 구성되어 있다. 

- station control header 

- abbreviation dictionary control header 

- time span control header 

이 header들은 평범한 ASCII로 쓰여져 있고 volume과 station, channel등 

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있다. 반면에 time series 부분은 주로 데이터 

를 기록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내장된 일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림F-2는 

logical volume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데 v2.0과 v2.1이후와는 구조적으로 약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SEED를 기반으로 하는 응용프로그램을 만들 경우에 

는 SEED 데이터를 읽는 모률은 2가지 형태의 구조를 모두 지원해야 하며， 기 

록 모률은 v2.l을 지원하는 모률만 작성하면 된다. 

SEED Version 2.0 Style SEED Version 2.1 Style 

\lolume Index 
Conlrol Header 

Abbreviation Oictionary 
Control Header 

Station ControJ Headers 

Time Span 
Control Header 1 

Data for τime Span 1 

Time Span 
Control Header 2 

Data for Time Span 2 

Time Span 
Control Header N 

Data for Time Span N 

\lolume Index 
Conlrol Header 

Abbreviation Oictionary 
Control Header 

Station Control Headers 

Time Span 
Control Header 1 

Time Span 
Control Header 2 

Time Span 
Control Header N 

Oata for Time Span 1 

Data for Time $pan 2 

| 

끼
 석 

Oata for Time Span N 

그림 F-2. 논리적 VolumeLH 으I Format Object의 구조. 

m 

싸
 



fonnat object는 하나 또는 여 러 개의 logical record들로 이루어 진다. 

logical record들은 각자 자기인식 블록들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저장 매체에 

기록될 때에는 위에서 언급한 logical volume에서와 같이 저장 매체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개의 physical record를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한 개의 

physical record에 여 러 개 의 logical record가 기 록될 수도 있다. 

Blockette I 

Logical Record 1 

Blockette 2 

Blockette 3 
Logical Record 2 

Blockette 4 

Blockette 5 

Logical Record N 

elockette N 

그림 F-3. Control Header의 구조. 

3. Blockette 

control header는 여 러 개 의 연속된 blockette으로 구성 되 어 있다. blockette은 

ASCII(control header의 경 우)와 binary(data record의 경 우)로 기 록될 수 있고 

또한 크기변에서도 고정 크기와 가변 크기 모두를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항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blockette의 수는 옵션이다. 

blockette은 blockette의 자기 인 식 부분과 길 이 정 보를 가지 고 있는 부분과 여 

러 개의 특정 항목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이 

blockette의 항목 정의가 SEED 포뱃의 주요 내용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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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ette Identifier 

Blockette Length 

Data Field 1 

Data Field 2 

Data Field N 

그림 F-4. Blockette의 구조. 

4. Data Record 

이 미 언급한 바와 같이 format object는 control header 와 time series로 

양분되고， control header는 전체가 평범한 ASCII형태의 blockette으로 구성되 

어 있지 만 time series부분은 binary로 기 록되 어 있으며 다시 data record라는 

형태의 연속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F←5는 이를 잘 정리해주고 있다. 

일 반적 으로 한 개 의 physical record는 여 러 개 의 logical record를 가지 고 있 고 

이들은 각각 자기인식 블록들을 가지고 있으며 계속해서 logical record는 여러 

개 의 data record들을 포함하고 었다. 

그림 F-6은 data record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제일 위쪽이 자기인식 

블록이고 다음은 48byte 크기의 고정 헤더 부분이다. 다음으로 연속적인 

blockette이 따르는데 이는 control header의 blockette과는 다른 형태이므로 혼 

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 blockette들은 옵션이기 때문에 data record에 따라 없 

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부분이고 당연히 연속된 binary형태의 자료 

이다.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할 Mini SEED 포뱃이 바로 data record를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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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Block 10 Block Oata Record 1 

Logical 
Record 1 

Oata Record K 

Physical 
Record 1 

10 Block Oata Record 1 

Logical 
Record M 

Oata Record K 

10 Block 10 Block Oata Record 1 

Logical 
Record 1 

Oata Record K 

Physical 
Record N 

10 Block Oata Record 1 

Logical 
Record M 

Oata Record K 

그림 F-5 . Time series format object내 의 record구조. 

Identification Block 

Fixed Header Section 

Blockette 1 
Variable 

Header 

Section 

Blockette N 

Data Section 

그림 F-6. Data record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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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Mini SEED 

서로 다른 지진 데이터의 교환을 위해 SEED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들의 정보는 4개의 헤더에 걸쳐 장황하게 저장되 

어 있다. 1991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FDSN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서 데이터 

가 없는 SEED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지진 기록계에서는 파형 정 

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데이터만 있는 SEED형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FDSN 

에서도 데이터 전용 SEED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결국 데이터 전용 

SEED(data only SEED)를 Mini SEED라 부르게 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앞 절 

에서 설명한 data record를 의미하게 되었다. 더불어 Mini SEED는 데이터 분 

석 포뱃으로서의 잠재력을 인정 받아 널리 사용되고 있다. 

Mini SEED는 SEED에 비해 주변 정보들이 부족하지만 그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정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데이터 압축포뱃， byte swap 순서， 

데이터 길이 등이다. 이들의 부족한 정보를 채우기 위해 Mini SEED에서는 

1000번 blockette을 옵션으로 사용하여 이 정 보를 제공한다. 표 F- 1과 표 F - 2 

는 각각 Mini SEED의 고정길이 헤더 구성과 1000번 blockette의 구성을 설명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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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F-1 고정 길 이 Miniseed 헤 더 구조. 

Note Field Name Type Length Mask Flags 

11Sequence nurnber A 61"######" 

21Data header indicator("D") A l 

31 Reserved byte A 1 

41 Station identifier A 51UN 
51 Location identifier A 21UN 
61 Channel identifier A 31UN 
71Network Code A 2 

81 Record start tirne B 10 
91 Nurnber of sarnples B 2 

10 Sample rate factor B 2 

11 Sample rate rnultiplier B 2 

12 Activity flags B 1 
13 I!O and clock flags B 1 
14 Data quality flags B 1 
15 Nurnber of blockettes that B l 

follow 

16 Tirne correction B 4 
17 Beginning of data B 2 

18 First blockette B 2 

표 F-2. 1000번 blockette 구조. 

Note Field Name Type Length Mask Flags 

1 1 Blockette type - 1000 B 2 

21 Next blockette ’s byte nurnber B 2 
31 Encoding forrnat B 1 

41Word order B 1 
51 Data record length B 1 

6 1 Reserved 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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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G. Steim 압축 알고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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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G. Steim 압축 알고리 즘 

지진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부분 압축된 형태 

로 기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압축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있는 

데 그 중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teiml 과 Steim2 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Quanterra 사의 지진 기록계가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Quanterra 사의 대표가 바로 Steim 압축 알고리즘을 고안한 Dr. Joseph 

Steim 이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의 완전한 이해를 위해 그 내용을 상술하고자 한 

다. 참고로 부록 F 의 표 F-2 의 encoding format 항목의 값이 10, 11 일 경우 각각 

Steim1 , Steim2 압축을 의 미 한다. 

제 1절 Steiml 압축 기 법 

최근의 지진 기록계는 32-bit( 4byte) 정수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측정 데이터의 약 99%이상이 background 데이터인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은 측정 주기에 비해 저주파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속적인 데이 

터의 차이를 살펴보면 그 크기가 작아 대부분 8-bit(l byte)로서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이들 데이터를 직접 기록하는 것보다 그 차이를 기 

록한다면 원래 데이터의 손실이 없이 상당히 기억 공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데 이것이 Steiml 압축 기법의 기본 사상이다. 

실제 지진이 일어난 경우는 데이터가 1 또는 2byte 의 크기를 훨씬 는
 

너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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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연속적인 데이터의 차이 역시 1-2byte 를 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4byte 의 공간을 모두 할애하여 차이를 기록해야 하며 

Steiml 에 서 는 1, 2, 4byte 의 3 가지 형 태 로 차이 를 저 장한다. 

원래의 시계열 데이터를 X_1 , xo , X1 ,-- -, 라 하자. 여기서 Xj 는 32-bit 정수이 

다. 비슷한 표현으로 연속된 데이터 간의 차이를 do , d1 , d2 ，---，라 하면 다음과 

같다. 

do= xo- X_1, 

d1 = X 1 - xo, 

dj= Xj- Xj_1' 

dj+1 = X j+1 - Xj , 

dn = Xn - xn-1 

여기서 d j 는 역시 32-bit 정수이다. 그런데 만약 네 개의 연속적인 d j 가 

32-bit 대신에 8-bit 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작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4 개의 

8-bit 로 표현할 수 있는 32-bit word wk 를 생각할 수 있다. 

(dJ1 ’ (dj+1)1 , (dj+2)1 ， (d써 )1 

여기서 (d j ) 아래 첨자 "}"은 lbyte 를 나타내며， wk 는 2-bit 의 코드 Ck = 

01 2 의 조건일 경우에 해당한다. 계속해서 2 개의 연속된 d j 를 8-bit 로는 표현 

할 수 없지만 16-bit 로는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32-bit word wk 를 생각할 수 

있다. 

(dJ2' (dj+1)2 

여기서 (d j ) 아래 첨자 "2"은 2byte 를 나타내며， wk 는 2-bit 의 코드 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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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의 조건일 경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d j 의 값이 너무 커서 32-bit 로 밖 

에 표현할 수 없을 경우는 Wk 는 (di )4 와 같게 되며 역시 4 는 4byte 를 나타내 

며， W k 는 2-bit 의 코드 Ck = 11 2 의 조건일 경우에 해당한다. 예외적으로 W k 가 

가지고 있는 값이 차이값이 아닌 경우는 Ck = 002 의 경우이며 헤더 정보나 초 

기값 등을 저장할 때 사용된다. 그림 G-1 의 처음 64byte 는 헤더부분이가 나머 

지 63 개의 64byte 프레임이 데이터 부분이다. 다만 두번째 프레임은 처음 값과 

마지막 값을 저장하기 위해 2 개의 word 가 할당되었다. 

Steiml 은 구체 적 으로 4096 크기 의 record 인 경 우 가장 나쁜 상황， 즉 모 

든 차이값이 32-bit 인 경우 최소 943 에서 가장 좋은 상황， 즉 모든 차이값이 8-

bit 로 가능한 경우 최대 3.772 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 미만이 32-bit 데이터인데 이 경우 약 3 .72 배 정도의 압축이 가능하다. 

| < 빠5 0 - 63 : Stand빼eadef5 -------- ••• ------- - ---•> 1 

파펴 xn | < -t- -F3 3Fb빡빡sld l’꽤 +-- -t十+--+->1
1 1 WO 1 <--t---+---t- 1S132-bf 1 0 n+O랙íf썩썩 t--+--+-+---t-> 1 

16 2-bit nibb!es 

그림 G-1. Steim1 으| 압축 데 이 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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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Steim2 압축 기 법 

Steim1 압축 기법에서는 차이값을 표현하는데 8. 16. 32 의 3 가지 bit 조합 

을 사용하였으나 Steim2 에서는 4, 5, 6, 8, 10, 15, 30 의 7 가지 bit 조합을 사용함 

으로써 압축률을 높인 것이 다른 점이다 8-bit 차이값을 제외하고는 32-bit 

word W k 의 상위 2bit 는 Ck 와 더 불어 압죽에 사용되 는 bit 조합을 구분하는데 사 

용되며， 이를 dnib(decode nibble)이라 부른다. 다음은 Ck 와 dnib 의 코드와 bit 조 

합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Ck = 002 : Steim 1 과 동일， Wk 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지 않음. 

Ck = 01 2 Steim1 과 동일， wk는 4 개의 1 byte(8-bit)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음. 

Ck = 102 : W k 의 상위 2-bit 인 dnib 을 참조. 

dnib =이2: Wk 는 l 개의 30-bit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음. 

dnib = 102 : Wk 는 2 개의 15-bit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음. 

dnib = 11 2 : wk 는 3 개의 lO-bit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음. 

ck =112: wk 의 상위 2-bit 인 dnib 을 참조. 

dnib = 002 : wk 는 5 개의 6-bit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음. 

dnib =이2: Wk 는 6 개의 5-bit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음. 

dnib = 102 : Wk는 7 개의 4-bit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음. 

그럼 G-2 은 ck 와 dnib 에 따른 ck 의 구조를 도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Steim2 는 최 대 6.74 배 의 압축이 가능하고 Steim1 보다는 약 1.8 배 정 도 압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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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가능하고 압축이 정도의 6.07 배 대략적으로 r1 。
' 01 일반적인 높다. 01 

높게 나 압축률이 비해 약 1.65 배 정도 3.67 배 정도이므로 Steiml 에 Steiml 은 

타난다. 

있지 Steiml 과 Steim2 는 지진 자료에서 있어서 뒤어난 압축률을 자랑하고 

압축 기법상 압축률 심한 경우와 지진 현상이 빈번한 경우는 

E꾀 W M % 
에
 

뻐
 

… R 
W 

。
w 

뼈
 

만 주변에 잡음이 

이 다소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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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H. CSS 3.0 구조 

제 1절 개요 

지진 분야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지도 이제 20 년 가까이 되어 

간다. 최초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적용은 1980 년대 초에 Lincoln 연구소의 

Lawrence Berkeley Laboratory 와 Discrimination Group 에 의 해 이 루어 졌고 그후 이 

작업은 1982-83 사이에 Center for Seismic Studies 에 S-Cubed 스랩에 의해 계속 

진행되어 1983 년 말경에 일반 사용자를 위한 CSS v2.6 을 발표하면서 연구가 

절정에 달했다. 1984 년 약간의 수정과 테스트를 거쳐 v2.7 이 발표되었다. 이 초 

기 버전은 원거리 지진데이터와 테이프 작업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1987 년 지 능적 배 열 시 스템(Intelligent Array System, IAS)을 위 한 v2.8 이 설 

계되었고 이 버전에서는 실시간에 가까운 처t:!.l (Near Real-Time)를 지원하며 

embedded SQL 을 위 한 고려 도 추가되 었다. 

1989 년에 는 near real-time 부터 off-line 이 르는 데 이 터 를 처 리 할 수 있고 더 

불어 원거리 지진데이터와 지역 지진데이터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v2.9 가 발 

표되었고 이어서 완성도가 높아지자 v3.0 으로 불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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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데이터베이스 구조 

CSS 3 .0 은 21 개의 핵심 테이블을 가지고 있고 이를 세분하면 11 개의 주 

테이블과 10 개의 참조테이블로 나눌 수 있다. 11 개의 주테이블은 빈번한 갱신 

이 일어나는데 자동처리와 대화형 처리들을 지원하고， 중간 결과들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10 개의 참조테이블은 지진계의 환경 등이 바뀔 때에만 갱 

신이 일어나고 자료 처리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표 H-1 은 21 개의 핵심 테이 

블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고 이 테이블에서 가지고 있는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 

다. 

도착시간 

이벤트， 진앙지， 도착시간과의 관계 

규모 정보 

지진계 설치 정보 

파형 데이터의 위치 

테이블 관계 정보 

관리 데이터 

그림 H-1 과 H-2 는 주테이블들과 참조 테이블들의 ERD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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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H-1. CSS3.0 테이블 리스트. 

Table Description 

Affiliation 관측소와 관측망간의 관계 정보 

Arrival 지진파 도착 시간에 대한 정보 

Assoc 도착시간과 진앙지와의 관계 

Event 이벤트 인식 정보 

Gregion 지리적 위치 정보 

Instrument 각종 기계의 특성 정보 

Lastid 최종 엑서lA 정보 

Netmag 관즉망의 지진 규모 정보 

Network 지진 네트원 정보 

Origerr 지진 발생 관련 에러 

Origin 진앙지 관련 정보 

Remark 비고 

Sensor 센서에 관련한 정보 

Site 관측소의 위치 정보 

Sitechan 관측소와 지진계의 채널 정보 

Sregion 지진영역 

Stamag 관즉소의 지진 규모 정보 

Stassoc 도착 시간과 이벤E 와의 관계 정보 

Wfdisc 파형 파일의 디 A크 정보 

Wftag 파형 파일의 매핑 정보 

Wftape 파형 파일의 테이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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