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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tudy the deep structure of Korean Peninsula by estimating Moho depth and crustal thickness from using

land and oceanic topography and free-air gravity anomaly data. Based on Airy-Heiskanen isostatic hypothesis, the

correlated components between the terrain gravity effects and free-air gravity anomalies by wavenumber correlation

analysis(WCA) are extracted to estimate the gravity effects that will be resulted from isostatic compensation for the

area. With the resulting compensated gravity estimates, Moho depth that is a subsurface between the crust and man-

tle is estimated by the inversion in an iterative method with the constraints of 20 seismic depth estimates by the

receiver function analysis, to minimize the uncertainty of non-uniqueness. Consequently, the average of the result-

ing crustal thickness estimate of Korean Peninsula is 32.15 km and the standard deviation is 3.12 km. Moho depth

of South Korea estimated from this study is compared with the ones from the previous studies, showing they are

approximately consistent. And the aspects of Moho undulation from the respective study are in common deep along

Taebaek Mountains and Sobaek Mountains and low depth in Gyeongsang Basin relatively. Also, it is discussed that

the terrain decorrelated free-air gravity anomalies inferring from the intracrustal characteristics of the crust are com-

pared to the heat flow distributions of South Korea. The low-frequency components of terrain decorrelated Free-air

gravity anomalies are highly correlated with the heat flow data, especially in the area of Gyeongsang basin where

high heat flow causes to decrease the density of the rocks in the lower crust resulting in lowering the Moho depth

by compensation. This result confirms that the high heat sources in this area coming from the upper mantle by Kim

et al. (2008).

Key words : crustal thickness, gravity, topography, seismic depth, heat flow distribution

본 연구는 지형자료와 Free-air 중력이상을 이용하여 한반도의 모호면 심도 및 지각두께를 계산하였다. Airy-

Heiskanen 지각평형 가설에 근거한 Free-air 중력이상에 포함된 지형중력과 연관성 있는 성분들을 파동수상관분석으

로 추출하고 이로부터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의 중력효과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결과로부터 반복법을 통한 역산을 이

용하여 지각과 맨틀의 경계면인 모호면 심도를 도출하였고 역산 시 기존에 연구된 지진파에 의한 20개의 모호면 심

도를 활용하여 포텐셜 필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유일성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최종적으로 모호면 심도와 고도

자료를 더하여 한반도 지각두께를 도출하였으며 한반도 평균지각두께는 32.15 km, 표준편차 3.12 km를 나타내었다.

이 연구에서 구한 남한지역의 모호면과 같은 지역의 타 논문결과들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 모호면 심도는 각각 31.08 km,

31.96 km, 33.02 km을 나타내고 표준편차는 1.94 km, 1.62 km, 1.77 km을 나타냄으로 각 연구결과의 통계치는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호면 굴곡 역시 공통적으로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따라 모호면이 깊어지고 경상

분지는 얕아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각 내 중력 이상체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지형과 비상관된 Free-

air 중력이상을 가지고 지열류량분포와 비교하였다. 저주파성분의 지형과 비상관된 Free-air 중력이상과 지열류량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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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관 비교한 결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특히, 경상분지지역은 높은 지열류량분포가 암석의 밀도보상으

로 인해 모호면의 상승을 가져다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Kim et al.(2008)에서 언급한 경상분지의 높

은 지열류량이 맨틀로부터 야기되는 모델과 부합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주요어 : 지각두께, 중력, 지형, 지진파 심도, 지열류량분포 

1. 서 론

심부 지각구조에 대한 연구는 여러 지구물리학 연구

방법 중 크게 중력자료를 이용한 연구와 지진파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자기지전류

(magnetotelluric)를 이용한 탐사로도 지하 수 백 m에

서 수 백 km 까지의 구조를 알 수 있어(Lee et al.,

2007) 지각 심부 연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우리나라에서 중력이상을 이용한 한반도의 국지적

인 심부 지각구조 연구는 1970년대부터 꾸준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여러 심부 지각구조 연구방법 중 지각구

조 연구 시 많이 쓰이는 방법인 부게이상으로부터 파

워스펙트럼 분석을 이용한 연구는 Kwon and

Yang(1985), Choi(1986), Kim(1995) 등에 의해 연구

되었고 Airy-Heiskanen 가설에 입각하여 지형에 의한

중력이상과 Free-air 중력이상의 성분을 파동수상관분

석을 통한 연구는 You et al.(2002), Kim et al.(2003)

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탄성판 모델에 입각하여 중력이

상으로부터 FFT을 이용한 3차원 중력 순산 및 역산

모델링을 통해 휨강성 필터를 적용한 연구는 Shin et

al.(2006)에 의해 연구되었다. 위에 언급된 여러 학자들

에 의해 심부 지각구조 연구로부터 한반도 지각의 평

균두께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31~35 km

의 범위를 보인다.

지진파자료를 이용한 한반도 심부 지각구조 초기연

구는 Lee(1979), Kim and Kim(1983), Kim and

Jeong(1985), Kim(1995)에 의해 지진파 주시자료의 분

석으로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Park et al.(2003),

Chang and Baag(2005, 2007), Cho et al.(2006)에

의해 더욱 심화 연구되었으며 Chang and Baag(2007)

은 광대역 수신함수 분석으로부터 28~32 km의 모호

면 깊이를 구하였다.

이렇게 각기 다른 자료로부터 구하여진 심부지각구

조 연구에 있어 중력 자료를 이용한 해석의 경우 밀도

차에 관한 연구지역의 정밀한 정보 결핍과 중력해석

자체의 약점인 비유일성으로 인해 단일한 해를 얻기

곤란하다. 또한 지진파자료를 이용한 해석의 경우 연

구결과가 1차원적인 점원이나 그 점들을 연장한 선형

자료로 도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구지역에 대한

결과를 2차원적으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에 따

른 해석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

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진파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가지고 중력 자료를 이용한 모델링에 적용하여 도출된

결과의 신뢰성과 해석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형자료와 수심자료로부터 산출한

지형중력효과(terrain gravity effects: TGE)와 구면조

화함수 모델로부터 산출한 Free-air 중력이상을 파동수

상관분석(wavenumber correlation analysis: WCA)하여

보상되어진 지형중력효과(compensated TGE: CTGE)를

구하고 반복법을 통해 한반도 모호면 심도를 도출하였

다. 그리고 반복법을 통해 계산할 때 기존 지진파에 의

해 수신함수로부터 구한 모호면 심도를 이용하여 모델

을 제한시켜(constrained) 한반도 지각두께모델을 제작

하였다. 한편 도출한 한반도 지각두께를 타 논문결과

(Shin et al., 2006; Kim et al., 2003)와 비교하고 남한

의 모호면 심도 및 지형과 비상관된 Free-air 중력이상과

지열류량분포와의 연관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2. 자료획득 및 연구방법

2.1. 자료획득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를 포함하는 지형자료와 중력

자료를 위해 NGDC와 NOAA에서 개발한 ETOPO1 모

델과 NGA에서 개발한 EGM2008을 획득하여 사용하

였다. ETOPO1 모델은 현재 전 지구상의 표고자료 및

해저지형자료를 극좌표의 단위인 1분 간격의 해상도의

DEM(digital elevation model)이다. 한편 EGM2008

은 기존에 쓰이던 EGM96보다 더 정밀하게 표현하여

구면조화차수를 2,160차수까지 해석 가능한 전지구중

력장모델이다. 연구범위는 북위 32o~44o, 동경 121o

~133o의 한반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ETOPO1 모

델과 EGM2008로부터 연구범위에 맞춰 고도 20 km

에서의 광대역 육상지형 및 해저지형자료와 Free-air

중력이상값을 추출하였다(Fig. 1, Fig. 2). Fig. 1과

Fig. 2을 비교하였을 시 전체적으로 지형자료와 중력자

료의 유사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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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방법

중력자료는 측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이

있지만 크게는 관측지점에서의 위도, 고도, 질량분포

이 3가지 성분을 보정함으로써 지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중력이상값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력자

료 보정 시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밀도가 균일한 무한

수평판을 가정한 부게보정, 그리고 지형을 고려하여 따

로 보정하는 지형보정 이 두 가지를 시행함으로 인해

실제 지형를 고려하여 보정을 두 번 해야 하는 번거로

움과 보정 시 여러 계산에 따른 오차가 있었다. 이 연

구에서는 부게보정 및 지형보정에서 오는 여러 계산에

따른 오차발생확률을 최소화하고 정밀한 중력측정을 위

해 수치고도모델(DEM)을 10 km 간격으로 재격자화

(Regridding)한 후, 각 격자에 따른 단위면적에 대한

수치고도값을 사각기둥 형태(prism)로 가정하고 계산

하였다. 계산되는 측점의 점위치와 사각기둥의 크기에

서 오는 오차는 체적을 적분할 때 사용되는 적분점

(node)의 수를 증가(최대 32점)시켜 최소화하였다. 이때

해수면을 기점으로 수치고도의 높이에 따라 육상자료

와 해양자료를 나누어 육상자료는 2,670 kg/m3의 지각

밀도 값을, 해양자료는 1,027 kg/m3의 해양 밀도 값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수치화된 prism형태의 지형 및 해

저지형정보를 Gauss-Legendre 적분법을 이용하여 각

각 육상과 해상에 해당하는 지형에 의한 중력효과를

산출하고, 최종적으로 두 자료를 합하여 연구지역의 지

형에 의한 중력효과를 나타내었다(Fig. 3).

한편 통상적으로 Free-air 중력이상은 지형의 고도를

반영하여 그 차이를 보정한 값으로써 연구에 널리 사

용되고 있다. 만약, Airy-Heiskanen 가설에 의해 어떤

지역이 지각평형으로 완전히 보상되어 있는 지역이라

면 이러한 Free-air 중력이상은 지형과 지각의 밑뿌리

(root)와의 보상효과로 인해 거의 변화가 없이 나타날

것이며(약간의 경계효과를 제외한) 결국 Free-air 중력

이상의 변화는 광역적으로 지각평형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Free-air 중력이상값에

서 이러한 지각평형이상 효과를 제외한 성분을 이용하

여 지각과 맨틀의 경계면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다.

즉 기준면으로부터 어느 정도 깊이까지 밀도가 균일한

지각 판의 상태일 때 기준면을 기점으로 그 위에 존재

하는 지형에 의한 중력효과(terrain gravity effect:

Fig. 1. Topography and bathymetry of extended study area

from ETOPO1 (Amante & Eakins, 2008).

Fig. 2. Free-air gravity at the surface from Earth Gravity

Model 2008 (Pavlis et al., 2008).

Fig. 3. Total Terrain Gravity Effects at 20 km altitude. The

unit is m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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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E)와 그 지각 밑에 존재하는 일종의 뿌리에 의한

중력효과(root gravity effect: RGE)의 합이 Free-air

이상값으로 표출되며 평형상태를 이루지 못한 경우 이

에 다한 특징이 Free-air 이상값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Airy-Heiskanen 가설에 의해 지각 평형이 이

루어 질 경우 지질학적 모델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FAGA = TGE + RGE (1)

Airy-Heiskanen 가설에 따라 지각평형적으로 보상되

어진 지각 또는 보상이 덜 이루어진 지각들의 경우에

따른 중력이상값과 이와 함께 고도차에 따른 중력효과

를 이상적으로 모델화한 결과(Hernandez, 2006) 공통

적으로 대륙과 해양과의 경계에서 중력이상값의 경계

효과(Edge effect)가 나타남을 제외하고는 지각평형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가정 하에서 Free-air 중력이상

(free-air gravity anomaly: FAGA)와 지각평형이상

(isostatic anomaly)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TGE와 FAGA의 자료에서 상관계수값은 거의 0 에 가

까우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각평형에 대한 보상의 정

도가 남아있거나(undercompensated) 과하게 보상이

되어졌다고(overcompensated) 예상할 수 있다. 특히,

경계효과는 고도가 20 km에서 완전 보상된 지각 평형

의 모델인 경우 FAGA와 TGE에서의 상관계수가 0

에 가깝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번 연구에서

도 이 두 중력효과를 계산할 때 고도를 20 km 로 설

정하였다.

위에 언급한 TGE와 FAGA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푸리에 고속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를 이용한 파동수상관분석(wavenumber

correlation analysis: WCA, von Frese et al., 1997)

을 실시하였다. WCA는 다른 두 개의 자료를 파동수영

역에서 서로 상관시켜 분석하는 방법이다. 상호 관련

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각각의 신호를 파동수 함수

로 변환시키면 다음과 같이

(2)

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성분 와 는 각각

TGE와 FAGA의 FFT 변환값을 나타낸다. ,

는 두 성분의 진폭을, 와 는 위상각을

나타낸다. 이로부터 는 위상차이고,

이때 이다. 여기서 두 벡터 사이의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 CC)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von Frese et al., 1997).

(3)

즉, 두 성분의 파동수영역에서의 가 각 파

동수에서의 CC값이 된다. 이를 이용해 TGE와 FAGA

과의 서로 상관된 특징의 자료들인 지형과 상관된

Free-air 중력이상(terrain correlated free-air gravity

anomaly, TCFAGA)을 추출하였다. 이 때 단순하게 두

자료를 양 또는 음으로 상관되는 모든 범위를 추출하

지 않고 두 자료의 각각 파워스펙트럼으로부터 상관계

수 범위를 정하여 필터링한 후 TCFAGA을 추출하였

다(Fig. 4). 그 이유는 어떤 두 자료의 상관계수를 이

용하여 필터링 할 때 단순히 상관계수가 높은 신호들

로만 선택할 경우, CC값이 큰 이유는 진폭이 작은 신

호만을 취하여 필터한 후 진폭이 거의 없는 오차신호

들만이 결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상관계

수가 높은 신호들만 상관분석 했을 때에는 원하지 않

는 오차와 같은 성분들까지 같이 상관되어 결과 값으

로 도출되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파워스펙트럼의 곡선에서 임의적으로 Critical

Point로 상관계수의 범위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추출한 TCFAGA는 지형에 의해 지각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TGE에서 지각평형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성

분을 제거하여 보상을 가정한 상태의 지형에 의한 중

X k( ) X k( )exp jθ
X k( )

–( )=

Y k( ) Y k( )exp jθ
Y k( )

–( )=

X Y

X k( )

Y k( ) θ
X k( )

θ
Y k( )

∆θk θ
Y k( )

θ
X k( )

–( )=

j 1–=

CCk cos ∆θk( )
X k( ) Y k( )•

X k( ) Y k( )
------------------------= =

cos ∆θk( )

Fig. 4. Terrain correlated Free-air Gravity Anomaly Map of

from Korean peninsula. The unit is m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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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효과(compensated TGE: CTGE)을 구하고 이를 통

해 밑뿌리(root)의 지각과 맨틀의 경계인 모호면까지의

심도를 계산하기 위한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CTGE는

Fig. 5와 같이 나타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CTGE = TGE − TCFAGA (4)

본 연구에서는 입력값인 CTGE을 음화시킨 후 지형

과 뿌리를 제외한 평균지각 두께 30 km을 지정하여

처음 연산한 중력값과 측정값의 오차를 줄이는 반복법

역산을 이용해 모호면 심도를 도출하였다. 이 때 하부

지각의 밀도는 2,700 kg/m3, 맨틀은 3,200 kg/m3, 맨

틀과 하부지각의 밀도차를 500 kg/m3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반복법을 이용하여 모호면 심도를 계산하는데 있

어서 중력자료 뿐 아니라 지진파에 의해 기존에 계산

되어진 남한의 지각두께를 20개의 점원(point source)으

로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역산 시 지진파에 의해 계산

된 모호면 심도로부터 중력 자료에 의해 계산되는 모

호면 심도를 오차범위 내로 제한하여 중력 자료만으로

계산되어 나타날 수 있는 비유일성을 최소화하였다. 반

복법을 통해 구하여진 모호면 깊이에 지형자료(DEM)

를 더하여 최종적으로 한반도 지각두께를 산출하였다.

연구로부터 산출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Shin et

al.(2006)과 Kim et al.(2003)에서 구한 각각의 남한

지역의 평균 모호면 심도와 이 연구에서의 동일한 지

역의 모호면 심도를 비교하여 이번 연구에 사용한 모

델이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FAGA으로

부터 연구에 사용된 모델 제작 과정 중 산출한

TCFAGA을 제거하여 지형과 비상관된 Free-air 중력

이상(terrain decorrelated free-air gravity anomaly:

TDFAGA)을 통해 모호면 심도, 지열류량분포와 비교

함으로 남한에서의 중력과 지구물리자료와의 연관성을

고찰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반복법을 이용하여 역산으로 구한 한반도의 평균 지

각두께는 32.15 km, 표준편차는 3.12 km을 나타냄으

로 기존의 한반도 심부지각 연구의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측정값과 반복법을 시행한 계산값의

상관계수는 0.99, 오차의 표준편차는 5.41 mgal을 나

타내어 모델링의 오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 이렇게 구한 한반도 모호면 심도 및 지각두

께를 Shin et al.(2006) 및 Kim et al.(2003)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다. Shin et al.(2006)가 도출한 연구

지역의 모호면 심도는 탄성판 가설에 입각하여 지각평

형이상으로부터 FFT을 이용한 3차원 중력 정산 및 역

산 프로그램에 의해 도출되었으며 최종적인 평균 모호

면 심도는 31.96 km, 표준편차는 1.62 km을 나타내

었다. Kim et al.(2003)가 도출한 연구지역의 모호면

심도는 두 가지 방법으로 모호면의 기복을 계산하여

전자는 지각균형을 전제로 지형으로부터 중력이상값과

의 스펙트럼 대비를 이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

부게 중력이상으로부터 푸리에변환을 이용하여 구하여

두 모호면의 차이를 계산한 후, 최소자승법(least-

squares method)으로부터 두 모호면의 보정하여 한반

도의 모호면을 추출한 방법이다. 이를 남한지역만 따

로 분리하였을 때 Kim et al.(2003)가 도출한 남한의

평균 모호면 심도는 33.02 km, 표준편차는 1.77 km

를 나타내었다. Shin et al.(2006), Kim et al.(2003)

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남한지역을

한정하여 모호면을 추출한 결과 평균 모호면 심도

31.08 km, 표준편차 1.94 km을 나타냈으며, Shin et

al.(2006) 과 Kim et al.(2003) 제안한 모호면 심도와의

상관계수는 각각 약 0.43, 약 0.48이다. 더불어 각 자

료에서 가시적인 모호면의 유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Fig. 7을 도시한 결과, 각각 모호면 굴곡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며 특히 태백산맥과 소맥산맥을

따라 모호면이 깊게 분포하며 경상분지의 경우 낮은 모

호면 심도를 나타내었다. 한편 각각의 모호면 심도와 지

진파로 구한 모호면 심도 중 한반도 내륙지역에서 공

Fig. 5. Compensated Terrain Gravity Effects of Korean

peninsula. The unit is m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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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으로 적용되는 14개 점원에서의 모호면 심도를 함

께 비교하기 위해 Table 1과 Fig. 8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 Table 1에서 이번 연구결과는 -1.93~2.21 km,

Shin et al.(2006) 연구결과는 약 -2.10~4.24 km, Kim

et al.(2003)의 연구결과는 -0.57~5.75 km의 차이를

보이며, 이에 따른 오차의 표준편차는 각각 1.10 km,

1.95 km, 2.09 km을 나타내었다. Fig. 8에서도 이번

연구에서 시행한 모델 제작 시 지진파에 의한 모호면

Fig. 6. (a) Crustal Thickness Map of Korean peninsula from this study. The unit is km. Red star point mark is seismic data

location(20point). (b) Error residuals from the Moho model. The unit is mGal. 

Fig. 7. (a) Moho depth from this study of South Korea. The unit is km. (b) Moho depth map from Shin et al.(2006) study. The

unit is km. (C) Moho depth map from Kim et al.(2003) study. The unit is km. Common black star point mark is seismic data

location(14point).

Table 1. Statistical comparison of Moho depth among this study, Shin et al.(2006) and Kim et al.(2003).

Moho

Average

(km)

Moho

STD

(km)

Error STD 

w/ seismic depth 

(km)

C.C.

Fig. 7.A. Fig. 7.B Fig. 7.C

This study 31.08 1.94 1.10 1 0.48 0.43

Shin et al. (Fig. 7. B) 31.96 1.62 1.95 1 0.36

Kim et al. (Fig. 7. C) 33.02 1.77 2.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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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를 제한시켰기 때문에 역산을 통해 얻어진 값들은

지진파를 통해 얻어진 모호 깊이의 오차범위에 위치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지형과 비상관된 Free-air 중력이상(TDFAGA)을 통

해 모호면 심도 및 지열류량분포를 비교함으로써 남한

에서의 중력과 지구물리자료와의 연관성을 고찰하였다.

TDFAGA는 FAGA에서 TCFAGA을 제외함으로 나타

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TDFAGA = FAGA − TCFAGA (5)

TDFAGA는 FAGA에서 지형과 상관된 지각성분을

제거함으로 지형과는 또 다른 주로 단파장의 지각내부

의 이상체 분포 및 중력과 연관된 지각물성분포의 특

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TDFAGA를

통해 여러 지각물성정보를 비교하여 이에 대한 연관성

을 찾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DFAGA에서 파

장대 별로 구별하여 50 km파장을 기점으로 각각 고주

파통과필터와 저주파통과필터를 사용하고 한반도지역

의 지열류량과 같은 지각물성과 비교하였다.

지열류량분포는 Kim and Lee(2007)의 353개 지열

류량자료를 사용하였다. 두 자료의 비교방법은 앞서 사

용한 파동수상관필터(wavenumber correlation filter:

WCF)를 적용하여 각각 자료의 양의 상관계수를 가지는

성분들을 추출하고 이를 식(6)과 같이 평균값(µ)과 표

준편차값(σ)으로 정규화(nomarlized)한 후 서로 더하는

양(+)의 선호영역지수(SLFI; summed local favorability

Fig. 8. Seismic depth and standard deviation of data points in each box plot and comparison of this study, Shin et al.(2006)

and Kim et al.(2003).

Table 2. Comparison of Moho depth information between seismic depth(Chang and Baag, 2007), this study, Shin et

al.(2006) and Kim et al.(2003).

longtitude latitude
seismic 

depth

seismic 

depth std

this 

study

this study 

difference

Shin et 

al.(2006)

Shin et al.(2006)

difference

Kim et 

al.(2003)

Kim et al.(2003)

difference

127.81 37.78 30.80 ±3.70 32.23 1.43 33.79 2.99 36.18 5.38

127.97 36.87 32.30 ±2.10 31.90 -0.40 32.33 0.03 35.90 3.60

128.90 35.77 30.70 ±3.00 30.64 -0.06 30.54 -0.16 30.59 -0.11

128.67 37.69 31.20 ±4.80 30.35 -0.85 34.65 3.45 31.87 0.67

128.61 35.87 32.50 ±2.50 31.10 -1.40 30.40 -2.10 32.16 -0.34

128.10 35.15 31.00 ±4.10 30.80 -0.20 30.02 -0.98 30.43 -0.57

129.40 35.73 25.90 ±4.20 25.90 0.00 30.00 4.10 29.79 3.89

127.36 36.61 31.40 ±2.40 30.17 -1.23 31.75 0.35 33.68 2.28

126.64 36.55 30.00 ±3.10 28.42 -1.58 30.54 0.54 33.09 3.09

126.99 35.16 32.30 ±2.60 31.84 -0.46 32.34 0.04 32.60 0.30

126.45 36.80 29.90 ±2.00 30.23 0.33 30.80 0.90 33.65 3.75

126.96 37.45 28.30 ±3.10 30.51 2.21 31.06 2.76 34.05 5.75

127.36 36.38 30.40 ±1.10 29.77 -0.63 32.12 1.72 33.59 3.19

129.41 36.70 26.40 ±2.30 26.55 0.15 30.64 4.24 29.48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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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es)방법을 이용하였다(von Frese et al., 1997).

, (6)

여기서 Xi, Yi는 각각 자료의 양의 상관계수로 필터

링하여 추출한 성분들이며, Xz, Yz는 정규화시킨 각각

의 자료 성분이다.

이를 통해 두 자료에서 추출한 양의 상관계수의 파

동수 특징들을 공간 위치에서 표현 가능케 할 수 있다.

Fig. 9는 저주파통과필터한 TDFAGA, 지열류량분포,

그리고 그 두 자료의 SLFI을 각각 나타낸 그림이다.

높은 (+) SLFI값을 나타낸 지역은 두 자료의 서로 양

의 성분들로 상관성이 높은 지역을 표시하며 (-) SLFI

값을 나타낸 지역은 서로 음의 성분들이 높은 상관성

을 보이는 지역을 표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암석이 외부에서 열을 받으면 밀도가 감

소하며 이런 경향이 모호면 근처 하부지각 또는 상부

맨틀에서 국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상부맨틀

에서 오는 국지적인 온도 증가는 상부맨틀물질의 밀도

를 감소시키며 이는 하부지각과 상부맨틀과의 밀도차

가 감소시키는 효과로 나타난다. 이는 지각평형에서 야

기된 중력이상이 아닌 국지적인 지각물성에 따른 중력

이상이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이 어느 정도 지각

심부에서 볼 수 있는 장파장(>50 km)대의 TDFAGA

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이를 통한 심부지역의 지

각물성의 정보를 파악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가

능성을 보여준다.

지역적으로는 경상분지와 오대산 주변이 높은 (+)의

SLFI값을 나타내며 경상분지인 경우 또한 모호면 역시

낮은 심도를 보여 지열류량을 통한 모호면 상승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Kim and Song(2003),

Shin et al.(2006)의 논문에서 언급한 심부지각의 열과

낮은 모호면의 관계와도 유사한 결과를 지닌다. 오대

산 주변의 편마암대는 주변의 열전도도가 낮은 화강암

지대에 둘러싸여 있는 구조로(Park et al., 2007) 상대

적으로 높은 지열류량을 보이며 이에 대한 밀도 역시

주변의 화강암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도 단파장대의 TDFAGA의 성분에서 중력변

화를 일으키는 지열류량분포와 달리 지각 내부에 원인

을 갖는 중력이상체와의 연관성을 연구하여 지표면상

의 암석 분포와의 비교 연구로 TDFAGA에 대한 추가

연구도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높은 지열류량과 낮은 모호

면 심도의 연관성, TDFAGA와 지열류량분포와의 높은

(+)의 SLFI값을 통해 지열류량에 의한 심부지각 변화

연구의 대략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를 포함하는 북위 32o~44o, 동

경 121o~133o 지역의 지형 및 수심자료와 중력모델로

부터 얻은 Free-air 중력자료를 이용해 파동수상관분석

으로부터 보상되어진 지형에 의한 중력효과(CTGE)를

추출하여 반복법을 통한 역산 모델링을 시행하여 한반

도의 모호면 심도를 계산하였다. 역산 시 기존에 지진

파로부터 얻어진 20개의 한반도 지역의 모호면 심도를

모델에 제한시켜 중력모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유일

성을 고려하였다. 모델링으로 계산한 모호면심도에 고

도자료를 더하여 산출된 한반도 평균지각두께는 32.15

km, 표준편차는 3.12 km로 밝혀졌다. 이번 연구결과와

XZ

Xi µx–

σx

-------------= YZ

Yi µy–

σy

-------------=

Fig. 9. (a) Terrain decorrelated Free-air Gravity Anomaly Map of South Korea (low-pass filtered over 50 km wavelengths).

(b) Heat flow distribution of South Korea. The unit is mW/m2. The data were given by KIGAM. (c) SLFI between TDFAGA

and heat flow data after WCF with all positive CC pa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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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결과 (Shin et al., 2006 and Kim et al., 2003)

와 비교한 결과, 각각 남한의 평균 모호면 심도는 31.08

km, 31.96 km, 33.02 km를 나타내었고 표준편차는

1.94 km, 1.62 km, 1.77 km를 나타냄으로 이전 연구

결과의 통계값들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지진파로부터 구한 지역에서의 모호면 심

도를 두 연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이번 연구에서 얻

은 모델과의 오차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연구의 모호면 굴곡을 비교하였을 때 태백산

맥과 소백산맥은 모호면 심도가 깊고 상대적으로 경상

분지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델링에서 산출한 지형과 비상관된 Free-air

중력이상(TDFAGA)으로부터 다른 지구물리학적 자료

와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저주파통과필터링한 TDFAGA

와 지열류량분포의 SLFI 결과 높은 (+)의 SLFI값이

나타나는 지역은 높은 지열류량으로부터 밀도보상에 의

해 국지적인 지각평형을 위한 보상작용이 예상되며 지

역적으로 경상분지와 오대산 주변이 이에 해당할 것으

로 예측하였다. 남한의 모호면 심도와 지열류량분포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높은 지열류량을 보이는 지

역에서 낮은 모호면 심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

는 맨틀에서의 높은 지열류가 지각암석의 밀도를 상대

적으로 낮추고 이를 보상하기 위한 모호면 상승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Kim et al.(2008)는 한반도의

경상분지를 포함한 지열류량자료를 이용한 4가지 가설

을 바탕으로 한 지열모델링에서 맨틀의 지열류량의 변

화로 인한 가설이 자료와 가장 잘 부합된다는 것을 보

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번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경상분지의 높은 모호면과 높은 지열

류량의 관계를 정립시킬 수 있겠다.

아울러 TDFAGA의 성분에서 이러한 지각평형이상

성분 및 지열류량과는 다른 지각 내부에 원인을 갖는

중력이상과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표면상의 기

반암의 분포의 비교 연구도 추후 연구제목으로 적합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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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Collection for abbreviations written on paper.

축약어 영문표기 한글표기

TGE Terrain Gravity Effect 지형에 의한 중력효과

RGE Root Gravity Effect 뿌리에 의한 중력효과

FAGA Free-Air Gravity Anomaly Free-air 중력이상

WCA Wavenumber Correlation Analysis 파동수상관분석

WCF Wavenumber Correlation Filter 파동수상관필터

CC Correlation Coefficient 상관분석

TCFAGA terrain correlated Free-Air Gravity Anomaly 

(terrain correlated FAGA)
지형과 상관된 Free-air 중력이상

TDFAGA Terrain Decorrelated Free-Air Gravity Anomaly 

(terrain decorrelated FAGA)
지형과 비상관된 Free-air 중력이상

CTGE Compensated Terrain Gravity Effect

(compensated TGE)
보상되어진 지형에 의한 중력효과

SLFI Summed Local Favorability Indies 양(+)의 선호영역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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