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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산 칼데라 지역은 한반도 동남부에 잔존하는 칼데라 구조 중 그 규모가 비교적 크며, 칼데라 형성과 관련된 환

상단층대가 현재까지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 대한 기존의 중력 및 자력 연구들은 개략적인 분지 기반

암의 깊이나 화성암체의 분포 등과 같은 광역적인 지구물리학적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화산 칼데라 내부 및 그 주변 구조를

상세히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화산 칼데라를 동서로 가로지는 측선에 대해 수평, 수직 해상도가 양호

한 MT 탐사를 수행하였고, 탐사 자료의 2차원 역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지구물리학적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MT 역

산 결과에서 나타나는 분지 기반암의 깊이는 기존의 중, 자력 자료에서 제시하는 깊이와 잘 부합되나, 일반적인 경우 보다

전기비저항이 낮은 편이었다. 이는 기존의 MT 연구에서 제시한 의성소분지 하부의 대규모 전도성층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

다. 둘째, 칼데라 외측의 환상단층대 주변부에서는 고비저항대(약 4000 Ω·m)가 영상화 되었는데, 이는 환상단층을 따라 관

입한 유문암 내지 유문 반암의 반응으로 생각되며, 중력 자료상에서 고밀도 이상과 대응된다. 셋째, 칼데라 중앙부 깊이 1

km 하부에 약 200 Ω·m의 저비저항대가 나타나는데, 이는 현재까지 지구물리학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구조이다. 화산 칼데

라의 진화모델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저비저항대는 환상단층 형성 시 침강한 과거 퇴적층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력 자료

상에서 나타나는 칼데라 중앙부 지역의 저밀도 이상도 이 퇴적층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화산 칼데라, 자기지전류 탐사, 환상단층, 과거 퇴적층

Abstract: To extend our detailed knowledge for the Hwasan caldera, we carried out magnetotelluric (MT) survey, which
is pretty sensitive to electrical property variation in both horizontal and vertical direction of subsurface, across the Hwasan
caldera with the direction of EW. The 2-D inversion results of observed MT data lead to following conclusions. Firstly,
the depth of the basin basement inferred by the MT inversion results matches well with that suggested by previous
potential studies, but the basement resistivity seems fairly low when compared to that of general case. This feature might
be related with the large-scaled, highly conductive layer beneath the Euisung Sub-basin suggested by the previous MT
study. Secondly, the high resistivity zones reaching to 4000 Ω·m are imaged around two external ring fault boundaries.
These zones are thought of as the response of the rhyolitic dykes intruding along the ring fault, and in the previous
gravity data correspond to relatively high density anomalies. Thirdly, low resistivity zone reaching to 200 Ω·m is detected
around a depth of 1km beneath the central part of the caldera, which has not been yet reported in korean geophysical
literatures. If we take account of the evolution model of the Hwasan caldera, this zone is regarded as the past sedimentary
layer that subsided during the period of forming external ring fault system. In addition, the relatively low density anomaly
observed in the central part of the caldera may be attributed to this sedimentary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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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원개발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외의 경우,

대상 칼데라 구조의 성인 및 진화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상세

지질조사와 더불어 중력 및 자력 탐사, 자기지전류(MT:

MagnetoTelluric) 탐사, 탄성파 탐사, 물리검층 등과 같은 다양

한 지구물리 탐사들이 적용되고 있다(Park and Torres-Verdin,

1989; Barberi et al., 1991; Yokoyama and Mena, 1991; Hunt,

T. M., 1992; Davy and Caldwell, 1998; Pous et al., 2002;

Santos et al., 2006). 현재까지도 화산활동이 활발한 일본의 경

우, 제4기에 형성된 칼데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하구조의 기하학적 형태와 화산활동의 특성을 비교

하는 연구(Yokoyaman and Okawa, 1986; Aramaki, 1992:

Harayama, 1992)가 지열에너지 개발을 위해 수행되었다. 국내

의 경우, 칼데라 지역에 대한 지구물리학적 연구는 주로 포텐

셜(중력과 자력) 탐사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다(권병두와 황희

승, 1991; 권병두 등, 1994; 권병두 등, 1995; 유철, 1996; 유

상훈 등, 2005). 그러나 포텐셜 자료는 그 특성 상 수직 분해

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지구물리탐사 자료 없이 칼데라

및 주변의 내부 구조를 정밀하게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해외의 사례(Pous et al., 2002; Santos et al., 2006)로 볼 때,

수직 및 수평적으로 양호한 분해능을 갖고 있는 MT 탐사는

포텐셜 탐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탐사 기법

이며, 기존 탐사 자료와의 복합 해석은 칼데라 구조를 보다 정

밀하게 규명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칼데라 지역에 대한 복합 물리탐사기법 적용

을 위해, 일차적으로 한반도 남부의 대표적인 칼데라인 의성소

분지 화산 칼데라 지역에서 MT 탐사를 수행하였다. 이 지역

은 과거에 수 차례 중력 및 자력 탐사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개

략적인 분지 기반암의 깊이나 화성암체의 분포 등과 같은 광

역적인 지구물리학적 정보는 알려져 있는 상태이다(이정민,

1995; 유철, 1996: 유상훈 등, 2005; 박계순 등, 2007). 그러나

현재까지 상세한 화산 칼데라의 내부 및 그 주변의 지하 구조

에 대한 지구물리학적 정보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

구에서는 화산 칼데라 지역에 대한 MT 탐사를 통하여 기존

포텐셜 탐사 자료의 약점인 수직 분해능 문제를 해결하고, 이

와 동시에 기존 자료와의 복합 해석을 통해 보다 신뢰성 있는

지하구조를 추정하고자 한다.

연구 지역의 지질

화산 칼데라는 경상분지 내 소분지 중 하나인 의성소분지에

속하며, 행정 구역상으로 경북 군위군 동부와 영천군 북부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 화산 칼데라는 신생대 제 3기(약 54.5

Ma) 초에 형성되었고, 약 16 km(동서)× 13 km(남북)의 타원

형 윤곽을 가지며, 환상 단층과 2중의 환상 암맥 및 기반암과

화산암층의 분지상 구조로 특징 지워 진다(윤성효, 1988; 장기

홍과 박순옥, 1997). 2중의 환상 구조는 조림산(637 m)-용암산

-노고산(557 m)-온천동으로 이어지는 외측 산릉과 436 고지-

645 고지-봉림산(688 m)-방가산(894 m)으로 이어지는 내측 산

릉으로 대비되며, 거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외측의 환상 구조는 주로 유문암질의 환상 암맥이며, 내측의

산릉은 화강암질의 환상 암맥으로 구성된다(Fig. 1). 지질학적

으로, 환상 지형구조의 외측은 백악기 퇴적암으로 구성되며,

대부분 심하게 풍화되어 낮은 구릉이나 평지를 이루고 있다.

외측부의 환상 지형 구조와 내측부의 환상 지형의 중간지역은

혼펠스화된 퇴적암으로 구성되며, 풍화에 저항력이 강하여 고

지를 형성하고 있다. 칼데라 중심부의 화산암복합체는 주로 유

문암질 또는 유문반암질로서 경상분지 내의 하양층군 위에 놓

여져 있다.

화산 칼데라 지역의 전반적인 층서구조는 최하부로부터 신

동층군, 하양층군에 속하는 일직-후평동-점곡-사곡-반야월-화

산-춘산층이며, 주로 셰일과 사암, 화산쇄설암으로 구성되어

있다(원종관 등, 1980; 장기홍 등, 1984). 중앙부의 유문암질

화산복압체와 화강암 관입체는 가장 최후에 형성되었다(Fig.

1). 현재까지, 화산 칼데라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는 윤성효

(1988)의 연구가 유일하며, 이를 바탕으로 형성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Fig. 2 및 다음과 같다.

A) 초기에 지하심부에서 마그마가 상승함에 따라, 그 상부

지반에 열극이 방사상 또는 동심원상으로 형성되었으며, 이들

의 중심부 부근에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분출하였다. 

Fig. 1. Regional geological map in and around the Hwasan caldera

area (modified after Yoo et al., 2005). The MT profile in this study

has been designed to go across the Hwasan caldera with the

direction of 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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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유문암질 마그마 분출 후 화산암체내에서는 직경 약 16

× 13 km의 칼데라가 형성되었다. 이 때 중심부의 화산암체가

함몰함에 따라 외측부의 환상단층이 형성되었다. 환상단층대

내의 기반암인 퇴적암층과 화산암층이 분지성의 구조를 갖는

것으로 볼 때, 이 때 형성된 환상단층은 칼데라 내측으로 경사

진 정단층이다. 또한, 화산 칼데라의 서쪽 조림산 부근에서 내

측부의 퇴적암층(반야월층과 화산층)은 외측부의 기반암인 점

곡층과 환상단층에 의해 서로 접한다. 층서 상으로 이들 사이

에 함안층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칼데라의 함몰량은 최소한 함

안층의 층후에 해당하는 1,300 m 이상으로 추정된다(원종관

등, 1980; 장기홍, 1978).

C) 칼데라의 형성 후, 마그마 방(magma chamber)의 재활성

에 의한 후화산작용이 외측의 환상단층과 칼데라의 중심부에

서 일어났다. 외측의 환상단층을 따라 유문암질 마그마가 관입

분출하였으며, 칼데라 중심부에서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관입

분출하였다. 

D) 과정 C)의 환상열극 분출작용(ring-fracture volcanism)

후, 화산암체의 중앙 하부에서는 함몰이 일어났고, 이에 수반

하여 형성된 환상단층은 외측으로 경사진(outward dipping) 단

층 각을 갖게 되었다.

E) 이후, 화산 복합체 중심부에서 N60oW 방향의 수직정단

층이 형성되고, 단층의 북측 지괴가 계단상으로 함몰됨으로서

화강암질 환상암맥을 현재와 같이 변위시켜놓았다. 그 후 칼데

라의 상부는 풍화 침식되고, 현재는 환상암맥과 그 내부의 기

반암 및 화산암만이 분포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현재 확인 가능한 화산 칼데라의 특징

적인 구조는 그 규모가 16 km× 13 km에 달하는 외부의 환상

단층대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화산암 복합체 및 내부 환

상단층이다. 또한 화산 칼데라 중심부 하부에는, 과거 외측 환

상 단층대 형성 시 침강한 퇴적층의 존재가 예상된다. 기존의

중력 자료 연구(유상훈 등, 2005; 박계순 등, 2007)는 환상 단

층 주변에서는 관입한 유문암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양(고밀

도)의 중력 이상을 보이며, 칼데라 중심부에서는 유문암질 화

산복합체(volcanic complex) 및 관입 화강암의 영향으로 상대

적으로 음(저밀도)의 중력 이상을 보인다고 해석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해석은 수평적인 지표 지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

에, 제시한 구조의 수직적 연장성 여부는 매우 불확실하다. 따

라서 수직 해상도가 양호한 MT 탐사는 실제 구조들의 개략적

인 형태 및 심도, 전기적 물성 등에 대한 보다 정량적인 정보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MT 탐사 개요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화산 칼데라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설정된 총 13개 측점에서 MT 탐사를 수행하였다(Fig. 3). 사

용된 탐사 장비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캐나

다 Phoenix사의 MTU-5A 시스템이며, 인공잡음의 영향을 최

소화하고자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총 15시간을 측

정하였다. 측정 주파수 대역은 320 ~ 0.001 Hz으로서, 두 채널

의 수평 전기장 성분(남북 x, 동서 y)과 세 채널의 자기장 성

분(남북 x, 동서 y, 수직 z)을 측정하였다. 측선의 총 길이는 약

37 km이고, 양쪽 끝 측점을 제외한 평균 측점 간격은 약 2 km

로서, 해발고도 120 ~ 280 m 범위에 분포한다. 측정은 주로 논

위에서 수행되었으며, 자기장 수직 성분의 경우 매설 환경이

불량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한편, 측

점주변에 존재하는 잡음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원거리 기준

점 기법이 사용되었는데, 사용한 원거리 기준점은 일본의

Geographical Survey Institute(GSI)에서 운영하는 에사시의 상

Fig. 2. Evolution model of the Hwasan caldera (modified after

Youn, 1988). The P-P denotes the present erosion level. The number

shown in the figure denotes the geological unit (1: Haman

Formation, 2: Hanyaweol Formation, 3: Hwasan Formation, 4:

Rhyolite tuff, rhylite and rhyolite welded tuff, 5: Intrusive tuff and

rhyolite welded tuff, 6: Granite). 
Fig. 3. Map showing the elevation of observed MT sites, regional

and local geologic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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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MT 관측소로서 측점들로부터 1000 km 이상 떨어져 있다.

측정된 MT 시계열 자료로부터 잡음에 오염된 자료의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해 Phoenix사에서 제공하는 SSMT2000 소프

트웨어를 이용하여 편집 작업을 수행하였다. 탐사 지역은 도심

지인 대구, 영천, 의성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측점 주변에

민가 및 농업 시설물들이 상당수 존재하여 자료의 질이 전반

적으로 양호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관도(coherency), 티퍼

(tipper)의 크기, 교차 파워(cross power), 주변 주파수 대역과의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주의 깊은 편집 작업이 수행되었고,

Fig. 4는 편집 작업이 완료된 후의 겉보기 전기비저항과 위상

곡선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수백 Hz부터 10 Hz까지는 점진

적으로 전기비저항이 증가하다가 10 Hz 이하의 저주파수로 가

면서 전기비저항이 부드럽게 감소하는 반응을 보여준다. 위상

의 경우도 10 Hz 이상에서는 45o 이하(하부로 갈수록 고비저

항), 10 Hz 이상에서는 45o 이상(하부로 갈수록 저비저항)으로

부드럽게 변화하며 겉보기 전기비저항의 변화와 잘 부합된다.

그러나 특징적으로, 측점 7, 75, 8의 경우 100 Hz 부근에서 이

러한 변화가 나타난다. 한편, 0.1 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은 원

거리 기준점 기법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측점을 제외

하고 자료의 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해석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Fig. 4. Observed apparent resistivity and phase curves at selected sites (9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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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수 대역(0.1 ~ 0.001 Hz)에서 자료가 불량한 원인은 측

정 기간 동안의 미약한 태양 활동의 강도, 중위도의 불균질 소

스(source) 및 측점 주변의 강력한 상관 잡음의 영향 등으로 생

각되나, 주된 원인에 대한 규명은 본 논문의 수준을 넘어 간다.

측정된 MT 자료로부터 지구물리학적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측선 하부 지하 구조의 복잡성(complexity) 또는 차원(dimen-

sionality)이 평가되어야 한다. 통상, MT 탐사에서는 회전 불변

량인 skew 값을 이용해 이를 평가하는데, Swift's skew (Swift,

1967)와 Bahr's skew (Bahr, 1991) 가 주로 사용된다. 본 연구

에서는 2차원 구조에 대한 물리적 가정에서 유도된 Bahr's

skew를 사용하였다. Bahr's skew는 그 값이 0.1 ~ 0.3 범위이면

2차원 구조, 0.3 이상이면 3차원 구조를 고려해야하며, 이 값

은 측점 주변의 잡음 강도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Fig. 5는 화

산 칼데라 지역에서 계산된 skew 값을 보여주는데, 대체적으

로 1 Hz 부근 이하의 주파수 대역과 화산 칼데라 내부에 위치

한 7, 75, 8번 측점은 3차원 구조에 해당하는 0.3 이상의 큰 값

을 갖는다. 그러나 전반적로 1 Hz 부근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

서 skew 값이 0.3 이하이고 획득된 자료의 잡음 수준이 높다

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본 탐사 자료는 지하 구조에 대한 2차

원 가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획득된 MT 자료로부터 2차원적 해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모드(mode) 분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탐사 지역에 대

한 광역 주향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주향 방향

결정을 위해 관측된 임피던스 텐서의 비대각 성분을 최대화하

는 Swift의 방법(Swift, 1967)이 주로 이용되나, 이 주향 방향

은 천부의 불균질대가 존재하는 경우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지적인 왜곡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왜곡되지 않은 광역 주향 방향과 임피던스를 도출할 수 있는

Groom and Bailey (1989, 1991)의 텐서 분해 기법(GB 분해

기법)을 이용하였다. GB 분해가 성공적이라면, 추정된 주향

방향에서 뒤틀림(twist) 값과 전단(shear)값이 주파수에 무관해

야 한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향 방향을 −90o

~ 90o 범위에서 5o 간격으로 변화시키면서, 모든 측점에서 주

파수에 따른 뒤틀림값과 전단값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그 결

과, 광역 주향 방향이 0o 일 때, 가장 성공적인 GB 분해가 이

루어졌다. Fig. 6은 모든 측점에서의 GB 분해 결과를 도시한

것인데, 두 값의 변화는 1 Hz 부근 이상에서 대체적으로 주파

수에 무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McNeice and Jone

(2001)는 뒤틀림값과 전단값이 ±15  이하이면 약한 정도의 왜

곡을 의미하므로, 단지 임피던스 행렬을 주향 방향으로 회전시

킴으로서 GB 분해를 종료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1 Hz 부근에서 전단값이 이 범위를 약간 상회하여 산란

된 양상을 보이나, 이 대역이 데드 밴드(dead band)임을 고려

할 때,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획득된 임

피던스 행렬은 광역 주향 방향인 0o (남북 방향)로 회전되었으

며, 남북의 주향 방향은, Fig.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동층

군 및 하양층군 퇴적층들의 광역적인 경계와 잘 부합된다. 최

종적으로, 관측된 MT 자료는 TE 모드(xy), TM(yx) 모드로 분

리되었고, 각 측점은 가상의 동서방향 측선에 투영되어 측점

간 거리가 계산되었다. 

한편, 천부에 존재하는 소규모의 불균질대는 MT 반응을 왜

Fig. 5. Bahr's phase-sensitive skew for all sites. The solid line in

lower panel indicates the threshold value above which the 2-D

assumption for subsurface is violated (0.3 for Bahr's skew). 

Fig. 6. The results of Groom-Bailey decomposition technique when

the strike direction is constrained to be 0o (NS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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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시켜 정확한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러한 왜곡은

배경 매질과 소규모 불균질대의 경계에 축적되는 전하에 의해

발생하는 정전기장(electrostatic field)에 기인하며, 획득된 전

기비저항 곡선을 위 또는 아래로 이격시키므로 정적효과(static

shift)라 불린다(Jones, 1988; Jiracek, 1990). 정적효과는 기본

적으로 측점 간격의 공간적 알리아싱(aliasing)에 기인하는데,

주파수와는 무관한 현상이다. 획득된 자료에서 정적효과를 확

인하는 방법은 공간적으로 인접한 측점들의 겉보기 전기비저

항과 위상 곡선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상 곡선은 유사하나 겉보기 전기비저항

이 서로 상하로 이격되어 있다면, 정적효과가 존재한다고 판단

할 수 있다(단, 광역적으로 동일한 지질구조 위에 측점들이 위

치해야 함). Fig. 7은 그 대표적인 예로, 9, 10, 11, 12, 13번 측

점의 위상 곡선과 전기비저항 곡선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위상 곡선의 형태는 대체적으로 유사한 반면, 전

기비저항 곡선은 형태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전기비저항값의

범위가 약 1 decade 정도 변화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특징이 관찰되는 측점들을 3개의 그룹(화산 칼데라 서쪽,

화산 칼데라 중앙, 화산 칼데라 동쪽)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

로 200 Hz 이상의 고주파 대역의 겉보기 전기비저항을 선형으

로 근사하여 각 측점의 비저항 곡선을 이동시키는 방법(이춘

기, 2006)으로 정적효과를 보정하였다.

MT 자료의 2차원 역산 및 지구물리학적 해석
 

획득된 MT 자료로부터 지하의 전기전도도 분포를 해석하기

위해 2차원 역산이 수행되었다. 기본적으로 TM 및 TE 모드

자료를 모두 사용하여 역산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Berdichevsky et al., 1998; Unsworth et al., 1999), 본 연구 자

료의 경우, TE 모드 자료는 TM 모드에 비해 자료 질이 떨어

지고 역산 과정에서도 수렴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TM 모드

자료만을 역산에 사용하였다. 역산 시 사용한 자료는 총 38개

주파수 대역(320 ~ 0.5 Hz)에서의 겉보기 전기비저항과 위상

자료이며, 각각에 대한 오차는 모두 5%로 가정하였다.

2차원 역산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Rodi and Mackie (2001)

의 NonLinear Conjugate Gradient (NLCG)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기법은 직접적으로 자코비안(Jacobian)을 계산하지 않고,

각 반복 단계 당 2번의 순산 모델링만으로 역산에 필요한 계

산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Gauss-Newton 알고리즘에 비해 훨

씬 빠르고 보다 적은 메모리를 요구한다. 그러나 NLCG 기법

은 모델의 smoothness를 결정하는 와 초기 모델(균질 반무한

공간)의 전기비저항값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두 값의 조합에

따라 역산 결과가 다소 다른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Tauber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초기 모델의 전기비저항

값을 100, 500, 1000Ω·m, τ값은 1, 5, 10, 50으로 변화시켜가

면서 각 역산 결과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초기 모델의 전기비

저항값이 500Ω·m이고 τ = 10 일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

함을 확인하였다. 

Fig. 8은 13개 MT 측점에 대한 TM 모드 역산 결과를 보여

준다. NLCG 역산은 24회의 반복 후 수렴하였으며, 이 때 rms

오차는 약 2.43으로 전기비저항값보다는 위상값에서의 오차가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3차원 구조에 가까운 칼데라 중앙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큰 rms 오차가 나타나며, 이는 3차원 구조

를 2차원으로 근사하여 역산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Wannamaker et al. (1989)는 3차원 환경에

서도 2차원 TM 모드 역산이 하부 지질구조 파악에 만족할 만

한 결과를 제공하다고 보고하였다. 

역산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표로부터 깊이 약

500 m까지 300 ~ 400Ω·m의 충적층 및 천부 퇴적층으로 피복

되어 있고, 그 하부는 경상분지 퇴적층(신동층군과 하양층군)

Fig. 7. Apparent resistivity and phase curve of the site 9, 10, 11, 12 and 13. Although these sites are laid on the similar geological environment,

their apparent resistivity curves show a scattered feature keeping their phase curves consistent in both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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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이는데 탐사 지역(화성암 관입 여부)에 따라 상당히 다

른 양상을 보여준다. 한편, 깊이 약 5 km 이하는 평균 100Ω·m

이하의 분지 기반암으로 생각되는데, 이 깊이는 기존의 중, 자

력 자료의 파워스펙트럼 연구(유철, 1996; 유상훈 등, 2005)에

서 제시된 약 4 ~ 5 km 내외의 분지기반암의 깊이와 잘 부합

된다. 그런데 분지기반암의 전기비저항은 일반적으로 분지기

반암을 구성하는 변성암 또는 화성암 계열의 암석에 비해 상

당히 낮은 편이다(Telford et al., 1976). 이춘기(2006)는 심부

MT 탐사를 통하여 의성분지 퇴적층 하부(깊이 약 4 km 이하)

에 수십 Ω·m의 전기비저항을 가진 대규모 고전도성 층의 존

재를 제시하였다. 본 탐사 자료의 경우, 충분한 저주파수 자료

를 획득하지 못하였고, 탐사 위치 또한 심부 MT 탐사 측선으

로부터 약 20 km 남쪽으로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

는 어렵다. 그러나 평균 100Ω·m 이하의 전기비저항값을 가진

분지기반암의 존재는 이춘기(2006)가 제안한 대규모 고전도성

층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역산 결과에서 확인되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외측 환산

단층대의 양쪽 경계 부분에 나타나는 고비저항대와 화산 칼데

라 중심부 하부에 나타나는 저비저항대이다. 첫 번째, 환상단

층대 부근의 고비저항대(약 4000Ω·m)는 깊이 약 3 km까지

발달된 것으로 보이며, 지질도상에서 확인되는 단층대의 경계

와 거의 일치한다. 이는 환상 단층대를 따라 관입한 유문암의

반응으로 판단되며, 기존의 중력 자료에서는 상대적으로 고밀

도 이상을 보인다. 역산 결과상으로 볼 때, 서쪽 환상단층 경

계(측점 5와 6 사이)는 비교적 쉽게 확인이 되나, 동쪽 환상단

층 경계(측점 9 부근)는 고비저항대가 측점 8 부근까지 연장되

Fig. 8. The inverted 2-D resistivity model in and around the Hwasan caldera area, which was derived form the NLCG inversion algorithm.

(a) Observed and calculated apparent resistivity and phase, (b) 2-D inverted resistivity model and rms error by site, (c) surface geological

units along the MT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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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측점 8과 9 사이의 거리가 약

4 km 정도로 상당히 멀고, 측점 8 근처에 내측 환상단층(화강

암 관입함)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사이에 추가적인 측점 없이

이 고비저항대의 연장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외측 환상단층대 주변에서 관입 유문암의 영

향으로 추정되는 고비저항대는 성공적으로 영상화되었으며,

측점 75와 8사이에 존재하는 고비저항대와 저비저항대의 경

계는 측점 8번 부근에 존재하는 내부 환상단층대과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칼데라 중앙부(측점 7, 75) 하부의

저비저항대(약 200Ω·m)는 깊이 약 1 km부터 적어도 3 km 정

도까지 확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폭은 4 km 이상으로

판단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저비저항대가 현재까지 지구물

리학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던 구조라는 것이다. 윤성효(1988)

의 화산 진화 모델(Fig. 2)에 따르면, 이 저비저항대는 마그마

방의 붕괴로 인해 외측 환상단층대가 형성될 때 침강한 과거

의 퇴적층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의성소분지에 대한 중력 자료

연구(유상훈 등, 2005; 박계순 등, 2007)는 화산 칼데라 중앙

부에서 저밀도 이상이 나타남을 보고하였고(Fig. 9), 이를 유문

암질 화산암 복합체와 관입한 화강암의 영향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관입 화강암은 탐사 지역에서 매우 좁은 지역을 점하

고 있고, 외측 환상단층대 주변에서 관입 유문암은 주변 퇴적

층에 비해 상대적인 고밀도 이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중앙부의

저밀도 이상을 유문암질 복합체의 영향만으로 설명하기는 어

렵다. MT 역산 결과상으로 판단할 때, 저밀도 이상의 주된 원

인은 중앙부의 침강한 퇴적층으로 생각된다. 윤성효(1988)는

진화 모델에서 침강한 퇴적층이 함안층과 화산층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이 퇴적층은 과거에 모두 침식되어

현재 지표상에서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엄주영(2007)은 본 연구에서 도출한 MT 역산 결과를 바탕

으로 밀도 모델을 구성하여 2차원 중력 모델링을 수행하였고,

화산 칼데라 지역에서 새롭게 획득된 중력 자료(박계순 등,

2007)와 비교하였다. Fig. 9는 2차원 밀도 모델과 중력 모델링

결과를 보여주는데, 외측 환상단층 주변의 고밀도 구조와 칼데

라 중앙부 하부의 저밀도 구조는 각각 MT 역산 결과의 고비

저항대 및 저비저항대에 대비된다. 중력 모델링 결과는 전반적

으로 관측값과 잘 부합되며, 이는 화산 칼데라 지역에서 전기

비저항과 밀도는 대체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

다. 위와 같이 MT 해석 결과로부터 추정된 밀도 모델에 의해

계산된 중력값은 현장 자료와 잘 일치하고 있으며, 이는 MT

해석결과의 신뢰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결 론

화산 칼데라 지역은 한반도 동남부에 잔존하는 칼데라 구조

중 그 규모가 비교적 크며, 칼데라 형성과 관련된 환상단층대

가 현재까지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다. 기존의 중, 자

력 연구들은 화산 칼데라의 지구물리학적 특징으로 주변에 비

해 상대적 고밀도, 고자성값을 보이는 외측 환상단층대와 상대

적으로 저밀도, 저자성값을 보이는 칼데라 중앙부 지역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들은 지표 지질에 바탕을 두고 있

Fig. 9. 2-D gravity modeling based on the MT inversion results (after Um, 2007). The observed gravity anomalies are explained well by the

2-D density model that is derived from the inverted resistivity structure.



자기지전류 탐사를 이용한 의성소분지 화산 칼데라의 지구물리학적 연구 107

기 때문에, 이 구조들의 수직 연장성과 같은 2차원적 지하구

조를 명확히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화산

칼데라를 동서로 가로지는 측선에 대해 수평, 수직 해상도가

양호한 MT 탐사를 수행하였고, 탐사 자료의 2차원 역산을 통

하여 다음과 같은 지구물리학적 결과를 도출하였다. 

1) 기존의 중, 자력 연구들은 의성소분지의 분지기반암의 깊

이를 약 4~5 km 내외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2차원 MT 역

산 결과와 대체적으로 잘 부합된다. 그러나 MT 역산 결과에

서 나타나는 분지기반암의 전기비저항은 평균 100Ω·m 이하

로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낮은 편인데, 이는 이춘기(2006)가

제안한 의성소분지 하부(깊이 약 4 km)의 대규모 고전도성층

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2) 외측 환상단층대 주변에서 나타나는 고비저항대는 중력

자료에서의 고밀도 이상과 거의 일치하며, 이는 천소 관입한

유문암 또는 유문반암의 반응으로 확인된다. 이 고비저항대

는 적어도 깊이 3 km까지 확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폭은 측점 간격이 조밀하지 못하여 정확한 평가가 어려

웠다. 한편, 환상단층대가 뚜렷하게 영상화된 서쪽 경계에 비

해 동쪽 경계는 측점 간 거리가 멀고, 내측 환상단층(화강암

관입)이 주변에 존재하여 그 경계를 명확하게 판단하는데 한

계가 있었다. 그러나 동쪽 경계 주변 지역은 칼데라 형성 후

2차적인 내부 분출과 침강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복잡한 지하

구조를 가질 가능성이 높고, 이 특징이 자료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칼데라 중앙부 지역의 경우, 깊이 약 1 km 하부부터 평

균 200 Ω·m의 전기비저항을 가진 저비저항대가 영상화되었

다. 이 저비저항대는 현재까지 지구물리학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구조인데, 기존의 중력 자료에 의하면 칼데라 중앙 지

역은 상대적으로 저밀도 이상을 보인다고 보고되었다. MT

탐사 결과와 윤성효(1988)의 화산 진화모델을 고려하였을 때,

이 저밀도 이상대는 기존의 해석(유문암질 화산 복합체 및

화강암 관입에 의한 영향)과 달리, 과거 침강한 퇴적층의 영

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해석

결과는, 엄주영(2007)이 제시한 중력 모델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산 주변 지역에서 관측된 중력값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화산 칼데라 지역에 대한 MT 탐사는 기존의

포텐셜 자료 연구들에서 제시한 해석을 다른 관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동시에 대상 지역에 대한 보다

신뢰성 있는 2차원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향후 화산 칼데

라 지역을 남북 방향으로 횡단하는 MT 탐사가 수행될 예정이

며, 이를 통해 화산 칼데라 구조에 대한 3차원적 접근과 해석

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기존에 획득된 격자형 중,

자력 탐사 자료와의 복합 해석을 통해 화산 칼데라 지역의 지

구물리학적 특성을 보다 상세하고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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