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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permeable faults are important geological structures for fluid flow, energy, and solute transport. Therefore,

high permeable fault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of hydrothermal fluid (or hot spring), high heat flow,

and hydrothermal ore deposits. We conducted 2-D coupled thermal and hydraulic modeling to examine thermo-

hydraulic behavior in fault zones with various permeabilities and geometric conditions. The results indicate discharge

temperature in fault zones increases with increasing fault permeability. In addition, discharge temperature in fault

zones is linearly correlated with Peclet number (R2=0.98). If Peclet number is greater than 1, discharge temperature

in fault zones can be higher than 32oC. In this case, convection is dominant against conduction for the heat trans-

fer in fault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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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층 내에 발달한 고투수성 단층은 유체, 에너지, 그리고 용질이 이동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질구조

이다. 따라서 고투수성 단층 주변부에서는 지열수(혹은 온천), 지열 이상대, 그리고 금속 광상 등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단층의 구조에 따른 지하수 유동과 이에 따른 지층 내의 열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단층 구조가 다른 세 가

지의 경우에 대해서 이차원 열-수리적 거동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모델링 결과로부터 세 가지 모든 단층 구조의 경우

에서 단층의 투수율이 커지면 단층대에서의 지하수 용출 온도가 초기 온도 보다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다.

Peclet number 와 단층대에서의 용출온도의 상관관계 분석으로부터 상관계수(R2)가 0.98로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하

였다. Peclet number가 1이상 일 때 단층대에서는 약 32oC 이상의 온도가 용출되며 이러한 경우에 단층대에서의 열

흐름은 매질을 통한 전도 보다는 지하수에 의한 대류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단층, 투수율, 열, 온도

1. 서 론

지층 내 발달한 높은 투수성의 단층은 유체, 에너지,

그리고 용질 등이 이동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

는 지질구조이다(Lopez and Smith, 1995, 1996). 따

라서 높은 투수성을 가지는 단층 주변부에서는 지열수

(혹은 온천)(e.g., Bodvarsson and Tsang, 1982; Fairley,

2009), 지열 이상대(e.g., Bodvarsson et al., 1982; Smith

and Chapman, 1983; Ehlers and Chapman, 1999), 또

는 금속 광상(e.g., Yang et al., 2004; Harcouet-Menou

et al., 2009) 등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단층과 파쇄대의 영향에 의한 지층 내 열-수리

적 거동 모델링은 상업적으로 중요한 광상과 지열수(혹

은 온천)의 형성과정 등을 규명하는 연구 분야에서 많

이 수행되어왔다.

단층대 주변의 열-수리적 현상에 대한 대부분의 연

구는 해석해 혹은 수치모델링을 이용하여 수평, 수직

혹은 경사진 하나의 단층에 대해서만 수행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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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 Bodvarsson, 1969; Bodvarsson and Tsang,

1982; Bodvarsson et al., 1982; Ge, 1998; Braun et

al., 2003; Simms and Garven, 2004; Yang, 2006;

Zhao et al., 2006; Zhao et al., 2008). Lopez and

Simth (1995) 는 하나의 수직단층에 대한 열-수리적

모델링을 통하여 모암의 투수율이 5×10−18 m2 보다 작

고, 단층의 투수율이 7×10−13 m2 보다 작을 때 전도에

의한 열전달이 우세하고 모암의 투수율이 2×10−15 m2

보다 작고 단층의 투수율이 7×10−13 m2 보다 작을 때

대류에 의한 열전달이 우세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Lopez and Smith(1995) 는 전도와 대류에 의

한 열전달의 상대적 비를 직접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Peclet number 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지질학적으로는 특정지역에 하나가 아닌 다수의 단

층이 존재하며 이들은 서로 교차하여 열-수리적 현상

이 매우 복잡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이러한 다

수의 단층이 존재할 때 특히 단층들이 교차할 때 발생

하는 열-수리적 현상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활발히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고도차에 의해 발생

하는 지하수의 유동에 의한 단층대와 주변암석의 이차

원 열-수리적 모델링을 통하여 하나의 단층, 두 개의

교차하는 단층들, 그리고 두 개의 평행한 단층들에 의

해 발생하는 열-수리적 현상을 규명하였다.

2. 열-수리적 거동 모델링

2.1. 지배방정식

열-수리적 거동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유한요소

법 모델링 소프트웨어인 Comsol Multiphysics 를 이

용하였으며 열-수리적 거동 모델링을 위한 지배 방정

식은 다음과 같이 Darcy 법칙과 열전도·대류 방정식

으로 표현 된다(식(1), (2), (3)).

u=−Kh∇h (1)

+∇[−Kh∇h]=Qf (2)

+∇[−Ks∇T+Cf uT]=Qh (3)

여기서 u 는 유체의 속도(Darcy velocity, m/s), Kh

는 수리전도도(m/s), h 는 수두(m), S 는 비저유계수

(m−1), t 는 시간(s), Qf 는 유체의 소스(s−1) 이다. 그리

고 Cs 는 매질의 체적 열용량(J/m3K), T 는 온도(K),

Ks 는 매질의 열전도도(W/mK), Cf 는 유체의 체적 열

용량(J/m3K), Qh 는 열원(W/m3)이다.

 수리전도도와 투수율의 관계는 Kh=kρ g/µ 로 표현

된다. 여기서 k 는 투수율(m2), ρ 는 유체 밀도(kg/m3),

g 는 중력가속도(m/s2), µ 는 점성(kg/ms) 이다.

유체의 점성과 밀도는 온도의 함수이나(Deming et

al., 1990; Deming, 2002) 단층모델링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항상 일정한 것으로 가정 하였다. 유체의 점성

과 밀도를 상수로 가정하였을 때, 모델 영역 내에서의

밀도 차에 의한 대류현상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연구

의 주된 목적인 단층과 모암의 투수율 변화에 따른 지

층 내에서의 상대적 온도 분포를 확인하는데 있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매질의 열전

도도도 또한 온도에 따라 변화하나(Lee and Deming,

1998) 온도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으로 가정하였다. 마

지막으로 모델영역은 등방성의 균질한 암체로 가정하

였으며, 지하수와 암석의 온도는 항상 평형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가정하였다. 

단층대의 열-수리적 거동 모델링에 사용된 소프트웨

어(Comsol Multiphysics)는 Smith and Chapman(1983)

의 수치해와 비교 검증하였다. 

2.2. 모델의 경계조건과 매질의 물성 및 열물성

이 연구에서는 하나의 수직단층, 두개의 교차하는 단

층, 그리고 두 개의 평행한 수직단층 등 구조가 다른

세 가지 경우의 단층대를 대상으로 이차원 열-수리적

거동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연구에서 수행한 모델은 단

층의 구조와 단층과 모암의 투수율에 따른 지층 내 온

도분포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최대한 단순화

하였다. 따라서 단순화한 모델의 결과를 자연계에 존

재하는 일반적인 복잡한 구조의 매질과 단층구조에 대

해 직접적인 해석은 불가능 하지만 이러한 단순화한

모델의 결과로부터 복잡한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수리학적 현상에 대한 유추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 모델 영역은 10 km×5 km 이며, 중심 부분의 고도

는 4.7 km 로 좌우 대칭으로 최대 300 m 의 고도차

가 나도록 설정하였다. 모델 영역 내에서의 지하수 유

동은 지형에 따른 고도차에 의한 흐름(topographic

driven flow) 즉, 수두 차에 의해서만 일어나도록 경계

조건을 설정하였다. Table 1은 모델링에 사용된 유체

와 매질의 물성과 열물성을 보여준다. 단층과 모암에

서의 투수율은 Table 2와 같은 범위를 설정하여 모델

링을 수행하였다. 열-수리적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는 열과 수리영역에 대해서 경계조건을 각각 설정을

해야 하는데, 열에 대한 경계조건은 모델영역 상부와

하부의 온도를 각각 15oC 와 150oC 로 설정하였고,

S
∂h

∂t
------

C
s

∂T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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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는 열의 흐름이 없다고 가정 하였다. 또한 단

층대의 상부는 convective flux boundary 로 설정하였

다. 수리영역에 대해서는 측면과 하부에서는 지하수 유

동이 없다고 가정하였으며, 상부는 고도와 같은 수위

로 경계조건을 설정하였다.

단층을 수치적으로 묘사하는 방법에는 equivalent

porous media 방법, dual porosity 방법, discrete

fracture network 방법, 그리고 stochastic 방법 등이

있다(Samardzioska and Popov, 2005). 본 연구에서는

steady-state 상태의 광역적인 모델링에 가장 많이 사

용되는 equivalent porous media 방법(Cook, 2003)을

사용하여 단층을 수치적으로 묘사하였다.

3. 모델링 결과 

3.1. 하나의 수직단층

Fig. 1은 20 m 의 폭을 갖는 수직 단층이 모델 영

역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의 모델결과로서 지층 내 온

도, 수두, 그리고 유체의 속도분포를 보여 준다. Fig. 1

과 같이 모암의 투수율(kc)이 같은 경우, 단층의 투수율

Table 1. Physical and thermal properties of fluid and solid

in country rock and fault zone

Property
Country 

rock

Fault 

zone

Porosity 0.02 0.3

Density of Fluid (kg/m3) 1000 1000

Density of Solid (kg/m3) 2650 2350

Specific heat of Fluid (J/kgK) 4200 4200

Specific heat of Solid (J/kgK) 800 800

Thermal conductivity of Fluid (W/mK) 0.6 0.6

Thermal conductivity of Solid (W/mK) 3.0 2.5

Compressibility of Fluid (Pa-1) 4.4×10−10 4.4×10−10

Compressibility of Solid (Pa-1) 1.0×10−8 1.0×10−8

Viscosity of Fluid (Pa s) 5.4×10−4 5.4×10−4

Table 2. Ranges of permeability of country rock and fault

zone

Property Range

Permeability of country rock (m2) 10−20~10−15

Permeability of fault zone (m2) 10−15~10−12

Fig. 1. Distributions of temperature (left) and hydraulic head and velocity (right) with (a) country rock permeability (kc) of

1.0×10−15 m2, fault permeability (kf) of 1.0×10−14 m2, and (b) country rock permeability (kc) of 1.0×10−15 m2, fault

permeability (kf) of 1.0x10-12 m2. The velocity vectors are normalized. Scale bars are in oC for temperature and in meter for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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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이 클수록 용출온도는 높게 나타난다. kc 가 10−15 m2

이고, kf 가 10−14 m2 인 경우에 용출온도는 약 18oC

이고(Fig.1 (a)), kf 가 10−12 m2 인 경우는 약 40oC 로

(Fig.1 (b)) 약 두 배 이상의 온도 차이를 보인다. 수

두 차 역시 모암과 단층의 투수율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a) 에서 보다 (b) 에서 단층과 모

암간의 수두 차이가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단층대 내의 지하수 속도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단층대 내의 평균 지하수 속도는 kf 가

10−14 m2 일 때는 2.5×10−9 m/s 이고, kf 가 10−12 m2

일 때는 5.9×10−8 m/s 이다. 지하수의 주된 이동경로

역할을 하는 단층대의 투수율이 클 경우, 단층대 내에

서의 지하수 속도가 커짐으로 보다 많은 양의 지하수

가 지하 심부의 높은 온도를 대류에 의해 지표에 까지

전달하기 때문에 단층대의 투수율이 클수록 용출온도

가 높게 나타난다.

Fig. 2는 20 m 의 폭을 갖는 수직 단층에 대한 열-

수리적 부정류 모델링(transient modeling)을 수행한

결과이다. 이 경우 kc 가 10−15 m2 이고 kf 가 10−12 m2

이다. 초기에는 수평적인 온도변화가 거의 없으나 시

간이 경과할수록 단층대를 따라 상승하는 지하수 흐름

에 의해 단층대를 중심으로 온도분포가 점점 상승하여

약 100,000 년이 경과하면, 지층 내 온도분포는 거의

정류상태(steady-state)에 도달한다.

Fig. 3은 kc 의 범위가 1.0×10−17 m2~1.0×10−15 m2

이고, kf 의 범위가 1.0×10−15 m2~1.0×10−10 m2 일 경

우에 대한 단층대에서의 용출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그

래프이다. kc 가 10×10−17 m2~10×10−16 m2 일 때, 용

출온도는 단층의 투수율 크기와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

다. 이는 모암내의 지하수 흐름이 매우 작기 때문에

Fig. 2. Temperature distributions in the case of country rock permeability (kc) of 10−15 m2 and fault permeability (kf) of 10−12 m2

at different elapsed time. Temperature reaches the steady-state after 100,000 years. Scale bars are in oC for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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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대를 따라 흐르는 지하수의 흐름도 매우 작아 대

류에 의한 열전달이 미미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kc

가 4.0×10−16 m2 이상일 때는 kf 가 증가함에 따라 용출

온도가 매우 급격히 상승하는데 이는 단층대 내에서의

지하수 속도가 빨라져서 대류에 의한 열전달이 시작되

기 때문이다. kc 가 4.0×10−16 m2 이고, kf 가 1.0×10−15

~1.0×10−14 m2 일 때는 용출온도가 약 16~17oC 정

도이고 kf 가 1.0×10−13 m2 일 때는 20.4oC, kf 가

1.0×10−12 m2 이상 일 때는 25.9oC 정도가 된다. 그리고

kc 가 1.0×10−15 m2 이고, kf 가 1.0×10−15~1.0×10−14 m2

일 때는 용출온도가 약 16~17oC 정도이고, kf 가

1.0×10−13 m2 일 때는 27.2oC, kf 가 1.0×10−12 m2 일 때

는 39.4oC, 그리고 kf 가 1.0×10−10 m2 일 때는 41.7oC

정도가 된다. 전체적으로 모암의 투수율과 단층의 투

수율이 증가할 때, 단층대의 용출온도는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경향은 모암의 투수율이 클

때 전체 모델 영역에서의 지하수 흐름이 활발해지고

또 이에 따라 투수율이 높은 단층대 내에서 유동하는

지하수 속도가 빨라짐으로 대류에 의한 열전달이 활발

해지기 때문이다.

Fig. 4는 하나의 수직단층이 존재하는 경우, 단층대

의 폭에 따른 단층대에서의 용출온도 변화를 나타낸다.

이 경우, kc 는 6.0×10−16 m2 이고 kf 는 1.0×10−12 m2

이다. 단층의 폭이 20 m 에서 60 m 까지 변할 때 용

출온도는 32oC 에서 37.7oC 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한

다. 이는 단층이 폭이 넓으면 단층대를 따라 유동하는

지하수의 양이 많아져서 대류에 의한 열전달이 더욱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3.2. 두 개의 교차하는 단층 

Fig. 5는 두 개의 단층이 연결되어 있는 모델의 결

과로서 kf 에 따른 지층 내 온도, 수두, 그리고 유체의

속도분포를 나타낸다. kc 가 1.0×10−20 m2 이고, kf 가

10−13 m2 일 때 용출온도는 약 18oC 이고(Fig. 5(a)),

kf 가 10-12 m2 일 때는 약 65oC 정도(Fig. 5(b))로 나

타났다. 이 구조에서도 역시 kf 가 클수록 용출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수직

단층의 경우(Fig. 3)와는 다르게 kc 는 단층대의 용출

온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Fig. 6). 이러한 현상

은 두개의 단층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두 개의 단층이

지하수 유동의 주된 통로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kc

에 상관없이 고도가 높은 지하수 함양 지역(recharge

area)에서 단층을 따라 유입된 지하수가 다시 수직단층

을 따라 상승하며 대류현상을 일으켜 용출온도가 단층

의 투수율 만에 의해 거의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다.

두 개의 연결된 kf 가 1.0×10−12 m2 인 경우의 온도 분

포를 보면 지하수가 하강하는 경사진 오른 쪽의 단층

부근에서는 급격한 온도 하강이 일어나고, 반면에 지

하수가 심부로부터 상승하는 수직단층 부근에서는 급

격한 온도 상승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

으로 높은 지열수(혹은 온천수)가 나타나는 지역 인근

에서 온도가 높지 않은 지열수(혹은 온천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예, 온양온천, 석모도) 이러한

현상은 두 개 혹은 다수의 단층이 연결되어 Fig. 5와

같은 온도 분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교차하는 두 개의 단층이 만나는 지점의

Fig. 3. Discharge temperature in fault zones as a function

of fault permeability (kf) for various country rock permeability

(kc) values.

Fig. 4. Discharge temperature in fault zones as a function

of fault wid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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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를 달리하며 모델링을 수행하였다(Fig. 7). 두 단층

이 만나는 지점이 4,700 m 일 때 용출온도는 49.2oC

(a) 이고, 만나는 지점이 3,700 m 일 때는 38.7oC (c),

그리고 가장 얕은 지점인 2,200 m 에서 두 단층이 만

날 때는 31.5oC (f) 로 두 개의 단층이 만나는 지점이

깊을수록 단층에서의 용출온도가 높게 나타난다(Fig.

8). 이러한 현상은 고도가 높은 지하수 함양 지역

(recharge area)에서 단층을 따라 유입된 지하수가 두

단층이 만나는 지점에서 다시 수직단층을 따라 상승하

며 대류현상을 일으켜 용출온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두

단층이 온도가 높은 깊은 지점에서 만날수록 하부의

높은 온도가 상부로 대류에 의해 전달되기 때문이다. 

3.3. 두 개의 평행한 수직단층

두 개의 수직단층이 평행하게 분포하는 구조에서의

모델링 결과인 지층 내 온도, 수두, 그리고 유체속도

분포는 Fig. 9와 같다. Fig 5, 6, 7, 8에서처럼 두 개

의 단층이 연결되어 지하수가 하강과 상승을 하는 유

체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두 개의 평

행한 수직 단층의 경우는 용출온도가 모암과 단층의

투수율에 모두 관련이 있다. kc 가 10−16 m2 일 때 까지

는 kf 에 상관없이 용출온도가 거의 상승하지 않지만,

kc 가 10−15 m2 이상이 되면 kf 에 따라 용출온도가 상

승한다(Fig. 10). kc 가 10−15 m2 이고 kf 가 10−14 m2

이상이 되면 용출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

Fig. 6. Discharge temperature in fault zones as a function of

fault permeability (kf) for various country rock permeability

(kc) values.

Fig. 5. Distributions of temperature (left) hydraulic head and velocity (right) for the two intersecting faults model with (a)

country rock permeability (kc) of 1.0×10−20 m2, and fault permeability (kf) of 1.0×10−13 m2, and (b) country rock permeability

(kc) of 1.0×10−20 m2, and fault permeability (kf) of 1.0×10−12 m2. The velocity vectors are normalized. Scale bars are in oC for

temperature and in meter for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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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Fig. 9(a)), kc 가 10−15 m2 이고 kf 가 10−12 m2 가

되면 용출온도는 48.1oC 까지 상승한다(Fig. 9(b)).

3.4. Peclet number 분석

Peclet number(Pe) 는 식(4)와 같이 표현된다.

Pe= (4)

여기서 ρ 는 유체의 밀도(kg/m3), C 는 유체의 비열

(J/kgK), u 는 Darcy velocity(m/s), L 은 characteristic

length(m), Ks 는 매질의 열전도도(W/mK)이다. Peclet

number 의 물리적 의미는 대류에 의한 열전달과 전도

에 의한 열전달의 비이다. 따라서 Peclet number 가

ρCuL

K
s

-------------

Fig. 8. Discharge temperature in fault zones as a function

of intersecting depth of two faults.

Fig. 7. Temperature distributions with various intersecting depths of two faults: (a) 4,700 m; (b) 4,200 m; (c) 3,700 m; (d)

3,200 m, (e) 2,700 m, and (f) 2,200 m. Temperature distributions in the case of country rock permeability (kc) of 1.0×10−20 m2,

fault permeability (kf) of 6.0×10−13 m2. Scale bars are in oC for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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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면 대류와 전도에 의한 열전달이 같다는 의미이고,

1 보다 크면 대류가 전도보다 크고, 1 보다 작으면 대

류가 전도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Pe>0.1 이면 지하수의 유동 즉, 대류가 열전달 기작으

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Pe>1 이면 지열수(혹은

온천)가 발생하고, Pe>5 이면 지하수의 유동에 의한

Fig. 9. Distributions of temperature (left), hydraulic head and velocity (right) for the two parallel faults model with (a)

country rock permeability (kc) of 1.0×10−15 m2, fault permeability (kf) of 1.0×10−13 m2, (b) and country rock permeability (kc)

of 1.0×10−15 m2, fault permeability (kf) of 1.0×10−12 m2. Velocity vectors are normalized and Scale bars are in for temperature

and in meter for head.

Fig. 10. Discharge temperature in two parallel fault zones

as a function of fault permeability (kf) for various country

rock permeability (kc) values.

Fig. 11. Peclet numbers as a function of discharge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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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류가 매우 우세하다고 알려져 있다(Anderson, 2005).

단층대 내에서의 Peclet number 와 용출온도의 관

계(Fig. 11)를 보면 Peclet number 가 클수록 용출온

도가 높게 나타나고, 두 값 사이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다(R2=0.98). 이러한 현상은 단층대 내에서의 대류

에 의한 열전달의 비중이 커질수록 용출온도가 높게

나타남을 뜻하고, 용출온도가 대류에 의해 거의 결정

됨을 뜻한다. 지열수(혹은 온천수)가 나타나기 시작하

는 기점인 Peclet number 가 1 이상인 경우에 용출

온도는 32oC 이상이 된다. 

그리고 단층대의 투수율과 모암의 투수율이 클수록

용출온도와 Peclet number 가 크게 나타나고, 용출온

도 contour 와 Peclet number contour 가 같은 형

태를 가진다(Fig. 12). 이러한 현상은 단층대내에서의

용출온도가 모암과 단층대의 투수율에 의해 결정되고,

또한 이에 따라 Peclet number 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토의 및 결론
 

단층대에서의 열-수리적 거동 모델링으로부터 단층

대에서 용출되는 용출온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직단층이 하나인 경우에는 모암과 단층의 투수율이

용출온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으며, 두 개의 단층이 연결된 경우는 단층의 투수율이

모암의 투수율보다 용출온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개의 단층이 연결된 경우는 용출

온도가 높은 지역의 인근 지역일지라도 지온구배가 현

저히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데, 이러

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지열수(혹은 온천수)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자주 관찰된다. 평행한 두 개의 수직단층이

있는 경우에는 모암과 단층의 투수율이 용출온도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위의 총 세 가지의 단층 구조가 다른 모델링 결과

로부터 용출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층과 모암

의 투수율, 그리고 단층의 구조임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두 개 이상의 단층이 존재하는 경우는 단층의 연

결성이 지하의 온도분포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이러

한 결과는 지열수(혹은 온천수)가 나타나는 지역에서의

지층 내 온도분포를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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