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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복합 탐사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구통계학적 기법을 통하여 고비용의 탄성파 탐
사 자료를 관심 지역 전체에서 획득하지 못했을 경우 인공위성 중력을 이용한 구조 해석 결과의 향상 가능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번 연구에 이용된 탄성파 자료는 우리나라 황해에서 획득된 정밀한 탄성파 자료로 본 연구에서는 탄성파
자료 중 일부만을 추출하여 인공위성 중력자료와 복합해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탄성파 속도와 밀도 분포는 좋은 상
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 이용된 탄성파 자료의 수가 적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심도역산 결
과와 탄성파 주시 자료의 상관관계를 획득하기 위하여 비선형지시자 변환 기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탄성
파 주시 자료와 중력 자료로부터 변환된 주시 자료를 통하여 잔차 해석 및 지역 평균을 이용한 크리깅 기법을 적용하여
복합해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획득된 해석 결과를 정밀하게 이루어진 탄성파 해석 결과와 비교 분석한 결과, 해양
의 분지 기반암 구조를 해석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복합해석, 중력 자료, 탄성파 탐사
Abstract: We have studied the feasibility of geostatistics approach to enhancing analysis of sparsely obtained seismic
data by combining with satellite gravity data. The shallow depth and numerous fishing nets in The Yellow Sea, west
of Korea, makes it difficult to do seismic surveys in this area. Therefore, we have attempted to use geostatistics to
integrate the seismic data along with gravity data.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this approach, we have extracted only
a few seismic profile data from previous surveys in the Yellow Sea and performed integrated analysis combining with
the results from gravity data under the assumption that seismic velocity and density have a high physical correlation.
First, we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extracted seismic profiles and depths obtained from gravity inversion. Next,
we transferred the gravity depth to travel time using non-linear indicator transform and analyze residual values by kriging
with varying local means. Finally, the reconstructed time structure map was compared with the original seismic section
given in the previous study. Our geostatistical approach demonstrates relatively satisfactory results and especially, in the
boundary area where seismic lines are sparse, gives us more in-depth information than previously available.
Keywords: Geostatistical integration, Gravity data, Seismic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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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업의 비약적인 발달에 따라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 소모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에너지 자원과 광물 자원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확보하는 것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육상 자원은 부존량의 한계 및 환경적인 영향으
로 개발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해양의 에너지 자원 및 각종 유
용광물 자원의 개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해양 개발은 육상 개발에 비하여 그 접근성이 현
저히 떨어지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기 어려
운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 해양 지질 구조에 대한 기본 자
료 획득은 필수적이며, 해양 자원과 연관성이 높은 해양분지
구조의 연구는 중요한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 해양분지 연구
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은 해양 반사법 탄
성파 탐사 기법으로 지하구조에 대한 시각적인 반사 단면도를
얻을 수 있고 지반의 지질구조 및 물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
악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
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넓은 지역에서
자세한 탐사를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더욱이 본
연구가 이루어진 우리나라 서해의 경우 낮은 수심과 산재해
있는 어망 등으로 인하여 원하는 모든 지역에서 정밀한 탐사
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양 탄성파 탐사의 단점을 극복하고
광역적인 지역에서 해양분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구통
계학적인 기법을 이용한 복합해석을 수행하였다.
복합 탐사의 장점은 단일 탐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불확
실성에 의한 위험 부담을 최소화 하고, 탐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복합 탐사에
대한 해석은 개개의 탐사 자료를 분석한 뒤 정성적으로 결과
를 취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복합 탐사의 장점을 효과적
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각각의 물리 탐사 기법이 측
정하는 물리적 특성이나 해상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며, 이를
수치적으로 하나의 자료처리 기법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례로 여러 연구자들(Vozoff and Jupp,
1975; Sill
, 1977; Oldenburg, 1978)이 각기 다른 탐사 결
과의 민감도 행렬(Jacobian matrix)을 하나의 역산을 위한 행
렬로 구성하여 결합역산(Joint inversion)을 시도하였으나, 수치
적으로 해가 불안정하고 의미 있는 연관성을 도출하지 못하여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특
성에 대한 복합이 아닌 지질 구조의 경계 정보에 대한 복합 해
석을 수행하여 기존 복합해석의 한계점을 극복하였다.
우선 인공위성 중력을 이용하여 서해의 광역적인 기반암 심
도를 추정한 다음 비교적 정밀한 탄성파 탐사가 이루어진 연
구 지역에 대하여 일부 지역에서만 탄성파 자료를 추출한 후,
인공위성 중력을 통해 획득된 분지 기반암 심도와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이를 지구통계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타당성이 높은
et al.

Location map of sedimentary basins in the Yellow Sea and
adjacent area (Shin
., 2005).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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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적인 분지 기반암의 심도를 추출하였다.
이러한 복합 해석 기법은 획득된 자료의 효과적 이용이라는
장점을 갖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탐사 영역은 좁지만 고해
상도인 탄성파 자료와 저해상도의 한계를 갖지만 광역 해석이
가능한 중력 자료를 사용하여 상호 보완적인 해석을 수행함으
로써 보다 효과적인 복합 해석이 가능하였다.

본 론
연구지역 및 지질 구조
이번 연구가 이루어진 지역(Fig. 1)은 군산분지를 포함하는
우리나라 서해 지역으로 남황해 분지의 북부함몰대의 동쪽연
장으로 정단층운동과 이에 수반된 기반암의 회전단층운동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남쪽의 분지경계단층은 북쪽으로 경사하
는 정단층으로, 낮은 경사를 가지고 심부로 연장되는데, 지각
심부운동과 관련된 비교적 큰 규모의 구조선으로 보이며, 대륙
지괴 내 열개 분지로 분류된다. 기반암 상부에서 팔레오세 말
부정합면까지 동시열개 퇴적층(synrift sediments)으로 해석되
었으며, 열개 당시 연구지역은 남-북(혹은 북서-남동) 방향의
인장 응력장 하에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에오세 말 부정합
면의 하부 퇴적층은 남중소분지에서는 대부분이 백악기 퇴적
층인 반면, 남서 소분지에는 팔레오세와 에오세 퇴적층이 우세
하다. 에오세 말 광역적인 부정합면이 형성된 이후, 이 부정합
면 상부에는 중기 마이오세 이후의 퇴적층이 형성되었다(신재
봉 등, 2005).
연구 자료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탄성파 해석 자료는 1986년, 1988년,
1996년 및 2001년에 취득된 자료로, 2003년도에 Robertson
Research International에서 구조보정까지 전산 재처리된 총 연
장 8,479.36 km의 다중채널 탄성파 자료를 PETREL 2003SE
와 Landmark SeisWorks 2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석된 자
료(신재봉 등, 2005) 중에서 교차점 1점을 포함하여 남북 방향
으로 11점, 동서 방향으로 22점을 추출하여(Fig. 2) 총 32점의
자료를 복합해석에 사용하였으며, 인공위성 중력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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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ed two-way travel time data of top basement unconformity for study (a), and distribution map of each Sag (or sub-basins) in
Kunsan Basin and time structure map of top basement unconformity (b). Contour interval is 0.25 second in two-way travel time and black
lines are seismic survey lines (b) (Shin
., 2005).
Fig. 2.

et al

Satellite Bouguer gravity anomaly map (a), the depth distribution map of the gravity depth inversion (b), and magnetic anomaly map
(RTP) (c). And the black polygon indicates seismic survey area.
Fig. 3.

UCSD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의 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에서 ERS-1, Geosat ERM과 Geosat-GM

인공위성 해수면 고도계 자료로부터 산출한 중력 자료를 사용
하였다. 이 자료는 해수면 상의 free-air 이상이며, 0.1 mgal의
단위로 약 2.5 km의 간격을 가지는 격자 형태의 자료로 제공
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력이상 자료와 함께 제공되는 수심 자
료 및 해수와 해저 지층과의 밀도차를 이용하여 지형보정 단
계까지 수행된 Bouguer 이상 자료(Fig. 3a)를 획득하였으며,
중력 심도 역산을 통해 밀도 경계층으로 예상되는 분지기반암
과 그 상부의 퇴적층의 경계심도 분포(Fig. 3b)를 획득하였다.
또한, 동일 지역에서 해양연구원의 ‘배타적경제수역 해양광물
자원조사’ 사업에 의해 획득된 자력자료를 RTP 보정의 단계
까지 처리하여 자력이상(Fig. 3c)을 획득하였으며, 이를 보조
해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탄성파 주시를 결정하는 암석의 탄성은 암상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심도나 지질연대에도 영향을 받는
것이 실험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입상퇴적암의 경우 심도가 깊
어지고 지질연대가 오래 될수록 속도가 증가하며(Faust,

1951), 이는 Gaussman (1951)의 속도와 압력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 결과와도 서로 부합된다.
따라서, 인공위성 중력 자료의 심도 역산을 통해 획득된 분

지 기반암 심도와 탄성파 반사법 탐사를 통해 획득된 분지 기
반암 심도는 해석에 이용된 물리적 특성이 밀도와 탄성파 속
도로 서로 다르지만, 동일하게 분지 기반암 심도를 해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물리적 특성의 상관관계 역시 높다고 할
수 있다.
연구 방법
지구통계학적 방법에 의한 추정에 있어서 관심 변수와 더불
어 부가적인 정보가 있을 경우 보다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
으며, 관심 변수가 공간적인 연속성이나 자료의 양이 부족할
경우 보다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Isaaks and Srivastava,
1989). 이번 연구에 사용된 자료를 살펴보면, 탄성파 탐사의
경우 높은 해상도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나 비용이나 환경
적인 문제로 인하여 광역 탐사에는 많은 제약이 있으며, 인공
위성 중력의 경우 언제 어디든지 인터넷망에만 연결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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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gram for residual values between transformed travel
time and extracted travel time values.
Fig. 6.

Flowchart for the integrated geostatistical approach for
gravity and seismic data.
Fig.

4.

면 높은 해상도를 갖지는 않지만 전 세계 모든 해양의 자료를
쉽게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
는 주요 관심 변수를 탄성파 탐사 자료로 부가 정보를 인공위
성 중력 자료로 설정하여 탄성파 탐사에 의해 획득된 자료의
양이나 범위가 부족할 경우 인공위성 중력 자료를 이용하여
해석의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 향상된 기반암 심도 분포
를 예측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 과정은 에 도시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우선 각각의 물리탐사 자료를 해석하여 결과를 획
득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인 해석 기법의 가능성 및 효용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탄성파 왕복 주시 자료 중 일부 지역의 자
중력 심도 역산을 통해 밀도
료만을 추출해 내었고
불연속면 심도를 해석 하였다
본 연구 지역에서 인공
,

.

,

.

Fig. 4

.

,

(Fig. 2a),

(Fig. 3b).

,

위성 중력 이상을 지배하는 요인은 기반암과 그 상부의 퇴적
암의 밀도 경계층에 의한 효과로 생각되며 이를 이용하여 탄
성파 주시와 심도 역산을 통해 분지 기반암의 상부 경계층의
심도를 각각 획득하였다
다음으로 자료의 복합해
석을 위하여 두 자료간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해석하였다 자력
이상도
에서 고자력 이상을 갖는 화성암체 관입 지역
으로 보이는 일부 지역에서 중력역산 결과와 탄성파 해석 결
과 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주변 퇴적층과 관입된
화성암의 밀도차로 인해 심도 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로
해석되며 이러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두 물리탐사에서 해
석된 결과가 상당히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어 좋은 복
합 해석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복합 해석을 위하여 차 변수인 중력 자료를 주
변수인 탄성파 주시 자료로 변환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정
은 정밀도가 떨어지는 광역 중력 자료를 정밀도가 높은 탄성
파 자료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중력 해석 과정에서 해의 비유
,

(Fig. 7b, e).

,

.

(Fig. 3c)

,

,

.

2

.

,

Scatter plot for Gravity inversion depth and extracted seismic travel time values (a), and non-linear transformed seismic travel time
and extracted travel time values (b).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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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eps of the integrated analysis schematics. (a) is the seismic analysis result with all seismic data, and (b) shows input seismic
data. (d) is satellite bouguer anomaly map. (c) and (e) are simple analysis results, and (f) is integrated analysis result. And survey lines exist
in the white polygon of (f).
Fig. 7.

일성 문제를 높은 해상도를 갖는 탄성파 자료와의 공간적 상
관관계를 이용하여 변환 보정해 줌으로써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일부 화성암
관입지역에서 중력 해석 결과의 오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
되어 본 연구에서는 단순 선형 변환을 수행하지 않고 비선형
지시자 변환 기법을 이용하였다 이 기법은 단순 선형 변환 기
법에 비하여 적용성이 뛰어나며 보다 높은 상관성을 유지하면
서 자료 변환을 수행하는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et
al
본 연구에서는 화성암 관입 지역에서 탄성파 주시
심도에 비하여 과소평가된 중력 역산 결과의 변환에 효과적으
로 적용할 수 있었으며 단순 선형 변환에 비하여 좋은 상관관
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마지막 단계로 해상도가 떨어지지만 광역 정보
를 가지고 있는 중력 해석 결과를 통하여 공간분포도가 떨어
지는 탄성파 자료의 해석을 향상시키기 위한 잔차 분석 과정
을 수행 하였다 이는 아래에서 설명되고 있는 가변적 지역평
균을 이용한 단순 크리깅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지역
적인 분포에서 한계를 갖는 추출된 탄성파 자료만을 통하여
해석하였을 경우 상당히 왜곡된 해석이 나타나지만
지역적인 분포 특성을 지닌 부가 정보로 중력 자료를 이용하
여 복합 해석을 수행하였을 경우
보다 타당하고 효과
적인 해석을 수행할 수 있었다
가변적 지역평균을 이용한 단순 크리깅 기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위치에서 주변 자료와
,

.

.

,

(Oh

., 2004),

(Fig. 5a, b).
,

,

.

,

,

(Fig. 7c),

(Fig. 7f)

.

1)

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자료 분포 특성을 고려하여 값을 추정
할 수 있는 크리깅 기법 중 가변적 지역평균을 이용한 단순 크
리깅 기법을 이용하였다 이때 중력 자료해석에 의한 밀도 경
계심도 분포 자료를 차 변수로 이용하여 가변적인 지역평균
값을 추정하였으며 해상도가 높지만 공간 분포가 부족한 탄성
파 주시 자료를 주변수로 하여 분지기반암 심도 분포의 지구
조 영상화를 수행하였다
지구통계학에서 단순 크리깅은 식 과 같이 계산된다
.

,

2

,

.

(1)

(Goovaert, 1997).

n(u)

∑ λSK u Z u m
일반적으로 ZSK는 임의의 지점에서의 추정값으로 광역적인
지역의 평균값을 통해서 획득하게 되며 λSK u 는 이미 획득
된 지역에서의 값들과 그 거리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결정되는
가중치 값이 된다 그러나 부가적인 정보가 존재할 때 이를 통
해 지역적인 평균 값 mSK u 을 추정할 수 있을 경우 이를 아
래의 식 에 이용하면 보다 향상된 추정 결과를 획득 할 수
있게 된다
nu
ZSK u mSK u ∑ λ SK u Z u m SK u
이때 λSK u 값은 아래의 식 를 통해서 획득될 수 있다
nu
nu
∑ λSK u CR u u CR u u α
Z*SK ( u )− m =

α ( ) [ ( α )−

α =1

]

(1)

,

,

α ( )

.

(

*

( )

)

(2)
.

*

( )−

*

( )

( )

=

α =1

α ( ) [ ( α )−

β ( )

*

( )]

(2)

(3)

.

( )

β =1

β ( )

( α

–

β)

=

( α

–

),

= 1,…,

( )

(3)

탄성파 자료의 해양분지 구조 해석 결과 향상을 위한 인공위성 중력자료의 지구통계학적 해석

이때 C (h)값은 1차변수인 Z(u)의 분포에 의한 값이 아니라
주변수와 보조 변수의 차로 구해지는 잔차(R(u) = Z(u)−
m SK ( u ) )에 의해 계산된 공분산 함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탄성파 주시 자료의 양이 적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지역평균값을 추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비선형 지지
사 변환 기법을 사용하였다.
2) 비선형 지시자 변환에 의한 탄성파 주시 자료의 가변적
지역평균 추정
본 연구에서는 광역적인 지역에서 획득 가능한 밀도 경계심
도 분포를 통하여 탄성파 주시 자료의 가변적 지역평균 값들
을 계산을 위하여 비선형 지시자 변환 방법을 이용하였다. 기
존 연구에 의하면 일정한 상관관계를 갖는 이종의 변수 값의
변환을 수행할 때 단순 선형 변환을 수행하는 것보다 비선형
지시자 변환을 수행하는 것이 변환 후 상관관계의 향상된 결
과를 얻을 수 있다(Oh et al., 2004). 본 연구에서도 단순 선형
변환을 통해 획득된 탄성파 주시 자료(Fig. 5a)와 비선형 지시
자 변환을 통해 획득된 주시 자료(Fig. 5b)를 분석 하였을 때,
비선형 지시자 변환 기법을 통한 변환을 수행 하였을 때 보다
좋은 상관관계를 획득할 수 있었다.
비선형 지시자 변환은 2차변수를 K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해당하는 1차 변수를 대응하여 2차변수의 각 구간에 대
응되는 평균값을 아래의 식 (4)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R

*

m *SK ( u ) = m| k with y ( u ) ∈ ( y k , y k + 1 ]

(4)

이때, y(u)는 위치 u에서의 밀도 경계심도 값이며, 조건부
평균 m 는 식 (5)와 같이 표현되며,
|

k

n

1 i(u ;k) ⋅ z( u )
m | k = ---α
nk α =1 α

(5)
∑
이때, 위치 u 는 밀도 경계 심도와 탄성파 주시 자료가 모
두 획득된 위치가 된다.
이때 지시자 변수 i( u ;k ) 는 다음의 식 (6)과 같이 정의
된다.
α

α

⎧
i ( uα ; k ) = ⎨ 1 if y ( u ) ∈ ( y k , yk + 1 ]
⎩ 0 otherwise

(6)

이와 같이 계산된 가변적 지역평균값을 식 (2)에 대입하고,
식 (3)과 같이 각 값의 가중치를 결정하여 탄성파 자료를 직접
획득하지 못한 위치에서의 값을 지구통계학적 기법을 통해 추
정할 수 있다.
탐사 자료의 복합 해석
Fig. 6은 비선형 지시자 변환에 의해 획득된 탄성파 주시 자
료와 연구에 사용된 탄성파 주시 자료를 통하여 획득된 잔차
값과 그 값들의 공분산을 고려하여 획득된 잔차 배리오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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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gram)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배리오그램을 살펴보면, 근
거리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추출된 탄성파
주시 자료의 수와 공간적 분포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큰 잔차값을 갖는 위치를 살펴보면 자력이상도(Fig. 3c)의 고
이상대와 일치하고 있으며, 이는 화성암의 관입이 예상되는 지
역이다. 즉, 퇴적암보다 밀도가 높은 화성암 지역의 심도 역산

과정에서 관입암의 밀도가 저평가 되고 이로 인하여 그 규모
가 실제보다 고평가 되어 나타나는 차이로 해석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탄성파 자료를 주변수로 선택하여 정밀도가 높
은 자료로 가정하였으므로, 탄성파 주시 자료가 존재하는 위치
에서는 2차변수의 영향이 미비하며, 주변수인 탄성파 자료를
통하여 그 위치의 정보를 해석하게 된다.
더욱이 본 연구지역의 고자력 이상지역은 탄성파 자료를 추
출한 지역 부근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심도 역산 결과의
화성암 관입지역에 의한 해석 오차는 광역 지질 구조를 분석
하는 과정에서 탄성파 자료에 의해 보정되어 효과적인 해석이
가능하였다.
잔차 해석 이후 지역 평균을 고려, 공간적 자료의 결핍이 존
재하는 탄성파 주시 심도 자료와 공간적 밀도는 높지만 분해
능이 떨어지는 밀도경계 심도 분포 자료를 복합 해석을 통하
여 향상된 탄성파 주시 심도 구조로 영상화 하였으며, 이를
Fig. 7f에 도시하였다. 해석 결과를 살펴보면 분지 기반암 심도
에 있어서 모든 탄성파 정보를 종합하여 해석한 결과(Fig. 7a)
와 비교하여 4개의 분지구조에 있어서 상당히 일치하는 값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전체적인 패턴 역시 일치하고 있다. 그
러나, 탄성파 탐사가 정밀하게 이루어진 탄성파 탐사 내부 지
역은 높은 상관성을 갖고 그 값이나 패턴이 일치하고 있는데
반하여 탄성파 탐사 line이 적은 외곽지역, 특히 탄성파 탐사
의 남쪽 경계, 동쪽 경계 부근에서는 일부 그 패턴이 상이한
부분이 보여지고 있다. 이는 탄성파 탐사 결과만으로 해석을
수행할 경우 탐사 line이 조밀할 경우 상당한 정밀도의 해석을
수행할 수 있으나, 탐사 line이 조밀하지 않고 다른 지질학적
정보가 없을 경우, 다른 물리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
히 탄성파 자료가 존재하는 지역의 분포 패턴에 따라서 그 외
곽 부분의 값을 예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공위성 중력과 같이 세부 지역에서의 정밀도는 낮
지만, 광역적인 지역의 기반암 심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
는 자료를 지구통계학적으로 이용하여 복합 해석을 수행할 경
우, 보다 넓은 지역에서 보다 향상된 심도 해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탄성파 탐사 연구 지역의 경계부
근에 위치한 남동쪽 분지의 경우 탄성파 탐사에서는 탐사 지
역의 한계로 인하여 전체적인 분지 형태를 확인할 수 없으나,
중력 역산 결과와 복합해석을 수행한 결과(Fig. 7f)에서는 그
형태와 범위를 해석할 수 있었으며, 서해안의 기반암 특성이
전체적으로 유사할 경우에는 연구지역 외부의 분지 심도 패턴
연구에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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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방식에 의한 이종 물리탐사 및 보조 자료의 복합 역산 연구
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광물자원
조사 사업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를 지원해 주신 관
계기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

이번 연구에서는 많은 경제적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탄성파
탐사에 있어서 보다 타당성 높은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
력 자료 해석 결과를 탄성파 탐사 해석 결과와 지구통계학적
복합 해석을 수행하였다 탄성파 속도 밀도 퇴적 시기 등은
서로 물리적인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탄성파 탐사를 통해
획득된 자료 중 일부를 추출하여 인공위성 중력으로 해석된
기반암 심도 자료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왕복주시 자료로
변환 하여 지역평균을 이용한 잔차 해석을 수행하였다 획득된
해석 결과는 광역적인 지역에서 탄성파 탐사를 통해 획득된
자료와 비교 분석하였으며 탄성파 탐사가 정밀하게 이루어진
지역에서 서로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탄성파
자료가 부족하여 해석이 어려운 지역에 있어서도 좋은 해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고비용의 탄성파 탐사 해석에
있어서 중력 자료가 해석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로 효
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 서해와 같이 수심
이 깊지 않고 산적한 어망으로 인해 정밀한 탄성파 탐사가 어
려운 지역에서 자원과 상관성이 높은 분지 구조를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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