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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 12---, 

경주 일대 신기 단층대의 운동학적 분석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Eurasian plate)의 판 내부에 위치하여 판 경계부에 

위치한 인접 국가인 일본에 비해 지진학적으로 비교적 안정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1980년대 부터 한반도의 남동부에 존재하는 양산단층계가 활성단층일 가능 

성이 일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면서 양산단층계에 대한 지질학계의 관섬이 집중되 

어 왔다. 특히 양산단층계 부근에는 원자력발전소와 공업단지등을 포함한 산업시 

설들이 밀집되어 양산단층계의 활동성 여부는 이 지역 산업시설의 안정성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산단층계 활성여부의 규명이 시급하며 만일 활성일 경 

우 현재의 조구조응력장 (tectonic stress field)하에서 이 단층계를 따라 앞으로 어 

느정도의 슬립율 (slip rate)로 어떠한 주기를 갖고 이동이 알어날 것인가를 예측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주 일대의 제4기층을 변위시킨 신기단층들의 정밀 야외 

조사와 야외구조요소의 분석， 정향시료채취 (oriented sampling)된 단층암의 미구조 

분석 (microstructural analysis)등을 통하여 각 단층대 의 운동감각과 단층작용시 의 

변형기구 (deformation mechanism)를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해석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 지역 신기단층대의 광역구조를 현재의 한반도 조구조 환경 (tectonic 

setting)과 관련하여 신기단층대의 진화과정을 논의한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이 연구에서는， 

(1) 경주 월성 지역의 제4기층을 변위시킨 신기 단층대의 정밀 야외지질조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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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연구지역 신기 단층대의 노두 규모 지질구조요소 등 자료 수집 및 해석을 한 

다. 

(2) 야외조사시 단층암을 정향시료 채취하여 단층암의 시료 처리 및 미구조 자료 

관찰 및 분석한다. 

(3) 미구조 자료 해석으로부터 단층작용의 변형기구를 해석하며， 

(4) 각종 구조요소 자료의 종합 분석으로부터 단층대의 운동학을 검증한다. 

IV.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이 연구의 결과 다음의 중요한 결론이 도출되 었다. 

(1) 연구지역의 주 단층 그룹은 기반암에 기존재하던 NNE 주향의 정단층들로 이들 

은 서로 합쳐지거나 갈라지는 하나의 큰 단층계열 (fault system)로서 제4기층이 퇴 

적된 이후 그중 일부 segment들이 역단층 (일부는 주향이동단층)으로 재활성된 것 

으로 해석된다. 

(2) 이러한 연구지역의 제4기 단층들을 따라 일어난 운동의 양상은 지진자료로부터 

구한 현재의 지구조 응력장인 동 서 방향의 압축응력과 일치하며 마이오세 동해의 

열렴과 관련된 인장 변형 (extensional deformation)시 기반암에 정단층들이 발생하 

였고 이들 정단층들이 마이오세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는 동 서 방향의 압축 응력하 

에서 역단층으로 재활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3) 연구지역 제4기 단층대에 작용한 변형기구는 단층작용의 초기 단계에는 파쇄작 

용 (cataclasis)으로 암석 의 파쇄 와 입 자크기 의 감소 (grain-size reduction)가 수반 

되면서 비웅집성 각력암이 형성되고 변형이 계속되면 비응집성 파쇄암이 형성되며 

계속해서 변위가 국부적으로 집중되면서 변위 집중 지역에는 단층가우지가 형성되 

고 단층대의 주 변형기구는 파쇄유동 (cataclastic flow)으로 진화한 것으로 해석된 

다-

(4) 연구지역의 단층암에 존재하는 점토광물들 (주로 스멕타이트)은 모두 단층면에 

평행하게 배열하고 있어 점토광물의 형성 시기는 단층작용 이전이거나 혹은 단층작 

용과 동시임을 시사한다. 

(5) Peacock and Sanderson (1996)의 방법을 이용하여 읍천단층과 수렴단층의 길 

이 (재활성되어 제4기층을 변위 시킨 segment의 길이)를 추정한 결과 각각의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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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가 250 - 800 m 이상과 80 m 이상이 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신기단층대를 따른 운동의 예측 및 지진활동 해석 

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양남 지역의 단층들의 재활 

성된 segment들의 정확한 길이와 각 segment들의 상호 관계 및 각 segment 재활 

성시기의 동시성 여부， 재활성이 지진성 (seismic)언가 혹은 비지진성 (aseismic)인 

가， 재활성시의 슬립율 (slip rate)등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이 지역의 정 

밀 조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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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1e 

Kinematics of the Quatemary Fault Zones in the Kyeongju Area of the 

Southeastem Korean Peninsula 

ll. Purposes and Significances of the Project 

The Korean peninsula, located within the Eurasian plate, has been 

considered a seismologically stable region relative to the ]apanese Islands at a 

plate boundary. Since the early 1980s, however, some geologists have 

suggested that the Yangsan fault zone of the southeastem Korean peninsula 

rnight be an acive fault zone, and an increasing attention of the Korean geologic 

community has been focused on the fault zone. It is urgent1y needed to 

deterrnine whether the Yangsan fault zone is active or not, since the industrial 

complexes inc1uding nuc1ear power plants are concentrated adjacent to the fault 

zone. If the Yangsan fault zone is active, it is important to predict the slip rate 

하ld reccurrence interval of earthquakes along the fault zone under the current 

tectoníc stress regím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interpret the kinematics of the 

Quatemary fau1t zones in the Kyeongju 따ea， (2) to deterrnine deformation 

mechanisms during fau1ting by analyzing microstructures of fault rocks from the 

fault zones, and (3) to unravel the tectonic evolution of the regional fault 

structures in the Kyeongju-Wolsung area. 

ill.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scope of this study consists of; 

- lV -



(1) collection and interpretation of structural elements through a detailed geologic 

investigation on the Quaternary faults in the Kyeongju-Wolsung area, 

(2) interpretation of fault-rock microstructures from the fault zones using 

oriented samples of fault rocks, 

(3) determination of deformation processes and mechanisms of the fault rocks 

and, 

(4) interpretation of faulting kinematics and evolution of the fault zones. 

IV. Research Results and Applications 

Some important conclusions drawn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faults of the main group in the study area are NNE-striking normal 

faults with an anastomosing pattern. Several segments of this fault system 

were reactivated as thrusts (or oblique-slip faults in some cases) after the 

deposition of the Quaternary sediments. 

(2) This movement pattern of the Quaternary faults is consistent with the 

current tectonic stress regime of E-W compression in the area. We interpret 

that normal faulting occured in the basement rocks during the Miocene opening 

of the East Sea and that some segments of this normal fault system were 

reactivated under E - W compression which has prevailed after the Miocene in 

the area . 

. (3) At the initial stage of the faulting incohesive brecciated rocks were formed 

by ctaclasis. With continued grain-size reduction and frictional sliding, the 

brecciated rocks evolved into incohesive cataclasites, and then into fau1t gouges 

resulting in cataclastic flow. 

(4) The preferred orientation of clay minerals (mostly smectite) within fault 

rocks parallel to the fault zone boundary suggests pre-faulting or syn-faulting 

crγstallization of clay minerals. 

(5) The nummum lengths of the reactivated segments in the Eupchon and 

Suryum faults , estimated by Peacock and Sanderson ’s (996) method,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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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0 m and 80 m, respectively. 

We expect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important input data for 

the prediction of future displcement along the Quatemary faults and seismic 

activity in the area. Further detailed studies are required to determine the exact 

length of reactivated segments of the Quatemary faults, reactivation timing, 

reactivation relationship of each segment, and slip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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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언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Eurasian plate)의 판 내부에 위치하여 판 경계부에 

위치한 인접 국가인 일본에 비해 지진학적으로 비교적 안정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1980년대 부터 한반도의 남동부에 존재하는 양산단층계가 활성단층일 가능 

성이 일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면서 (예， Kim and Hyun, 1978; 이기화， 1985) 양 

산단층계에 대한 지질학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특히 양산단층계 부근에는 원 

자력발전소와 공업단지등을 포함한 산업시설들이 밀집되어 양산단층계의 활동성 여 

부는 이 지역 산업시설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산단층계 활 

성여부의 규명이 시급하며 만일 활성일 경우 현재의 조구조응력장 (tectonic stress 

field)하에서 이 단층계를 따라 앞으로 어느정도의 슬립율 (slip rate)로 어떠한 주기 

를 갖고 이동이 알어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한국자원연구소 (최위찬외， 1998)와 Kyung et al. (1997) , Ryoo (1997) 

등에 의해 보고된 경주， 양남면， 언양 일대의 소위 제4기 퇴적층을 변위시킨 신기단 

층들과 1997년 6월 26일 양산단층계의 일부인 울산단층대에 인접하여 발생한 규모 

4의 경주지진은 양산단층계 일대에 분포하는 특정 단층들이 활성일 수 있다는 강력 

한 가능성을 국내지질학계에 인식시켜준 계기가되었으며 실제로 이 신기 단층들의 

단층암 (fault rock) 연대 측정 결과 그 일부는 활성이라는 증거가 제시되었다 (최 

위찬외， 1998). 

이 연구의 목적은 경주 일대의 제4기층을 변위시킨 신기단층들의 정밀 야외 

조사와 야외구조요소의 분석， 정향시료채취 (oriented sampling)된 단층암의 미구조 

. 분석 (microstructural analysis)등을 통하여 각 단층대 의 운동감각과 단층작용시 의 

변형기구 (deformation mecha띠sm)를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해석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 지역 신기단층대의 광역구조를 현재의 한반도 조구조 환경 (tectonic 

setting)과 관련하여 신기단층대의 진화과정을 논의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신기단층대를 따른 운동의 예측 및 지진활동 해석등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 2 장 지절 개요 

양산단층계는 북북동 주향의 밀양단층대， 모량단층대， 양산단층대， 동래단층 

대， 일광단층대와 북북서 주향의 울산단층대로 구성된다 (Fig. 1). 연구지역은 광역 

적으로 주로 백악기의 퇴적암과 화성암으로 구성된 경상분지의 남동부에 위치한다. 

앞으로 기술될 신기단층들은 대부분 울산단층대의 동측에 분포하며 백악기내지 제3 

기초의 불국사화강암이 기반암으로 존재하나 읍천과 수렴단층은 울산분지에 속하는 

마이오세의 화산쇄설암 (volcanic pyroclastic rock)을 기반암으로한다 (Fig. 1). 이 

들 기반암들은 제4기의 산록선상지퇴적층이나 해안퇴적층에 의해 부분적으로 피복 

되어있다. 

양산단층계는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에서 뚜렸한 선구조 (lineament)로 나 

타난다. 이중 양산단층대를 따른 운동은 Son et al. (1968)이 25 km의 변위를 갖는 

우수주향이 동단층 (dextra1 strike-slip fault)으로 추정 하였으며 장기 홍외 (1990)는 

약 35 km의 우수주향이동단층이라고 추정한반면 Shin (1992)은 절대연령측정자료 

에 근거 하여 양산단층대 가 백 악기 초에 좌수주향이 동단층 (sinistra1 strike-slip fault) 

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제3기초에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쿨라판등의 판 기하 (plate 

geometry)의 변화로 우수주향이동단층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해석하는등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나 여러번의 중복이동 (mu1tiple displacement)이 있었다는 견해에는 대 

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양산단층대를 따른 최후의 운동시기는 아직까지 확실한 자 

료는 얻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양산단층대의 일부인 상천리단층의 단층암 ESR 

(electron spin resonance) 연대측정 결과 최후의 지진성슬립 (seismic slip)은 약 

410，000년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위찬외， 1998). 

울산과 경주를 잇는 7번 국도를 따라 북북서 주향으로 발달하고 있는 울산 

단층대는 육지에서 그 연장이 50 km 정도의 연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나 운동 

양상과 단층의 기하학적 형태등은 심도있게 연구된바가 없다. 다만 선구조가 직선 

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 고각내지 거의 수직에 가까운 단층으로 추정되 

며 Shin (1992)는 절대연령자료에 근거하여 이 단층대는 백악기초에 우수주향이동 

단층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추정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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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ologic map of the southeastem Kyungsang Basin. The location of the Quatemary faults are indicated in the 
map. Inset shows the tectonic province map of the northeast Asia. Modified from Shi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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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단층암의 시료제작과 해석 방법 

제 1 절 단층암의 시료제작 

단층대의 운동감각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두에서 관찰되는 구조들을 이용하 

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나 풍화가 심한 단층대나 고화가 완전치 않은 제4기층내의 

단층대에서는 노두규모에서의 운동감각 결정을 위한 구조요소들이 제한되어 운동학 

규명 이 어 려 움이 있다. 또한 이 러 한 단층암 (fault rock)은 구조관찰을 위 한 시 료채 

취와 박편제작에도 문제점이 많다. 단층암 시료채취와 시료제작시의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배관용 PVC 파이프(내부직경 52 mrn, 두께 2 mm, 

길이 약 15 cm)를 이용하여 단층암을 코어링하였다. 코어링시 파이프의 단면에 단 

면의 주향선과 경사 방향을 표시한 후 이를 건조되지 않도록 은박지에 포장하여 실 

험실로 운반한 후， 코어 안의 시료가 건조/수축되면서 형성되는 건열의 발생을 최소 

화하기 위해 실온하에서 천천히 건조시켰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료가 건조되면 시 

료의 부피는 약 10%정도 줄어들어 시료가 파이프에 고정되지 않게 된다. 이 때 시 

료와 파이프사이의 벌어진 틈에 수지 (synthetic resin)를 넣어 굳히면 시료와 파이프 

가 서로 접착된다. 이러한 시료를 암석 절단기로 절단한 후， 절단된 시료를 고화시 

킨다 (절단시 윤활제로 에탄올을 사용해야만， 물이 점토광물에 들어가서 시료가 다 

시 팽창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절단 시료의 고화 작업은 에폭시와 아세톤을 

1:1로 섞은 용액을 데시케이터에 넣고 시료를 용액에 담근 후 이를 진공 펌프를 이 

용하여 공기를 빼면 아세톤이 용액에서 끓으면서 시료의 공극이 에폭시 용액으로 

채워져 시료가 고화된다. 고화된 시료는 보통의 암석 박편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박편을 만드는데 연마시 점토광물의 팽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윤활제로 물 대신 에 

탄올을 이용하였다. 

제 2 절 단층암의 종류 

단층암 (fault rock)의 정의는 전단변형작용 (shearing deformation)에 의해 

조직 (texture), 입자크기와 구성광물등이 변한， 비교적 좁은， 변위가 집중된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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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암석을 말한다 (Higgins, 1971; Sibson, 1975, 1977). 여기에서 ‘비교적 좁 

은， 변위가 집중된 지역 (a relatively narrow zone of high displacement) ’ 이란 지 

각 천부에서는 단층 혹은 단층대 (fault or fault zone)를 말하며 지각 심부에서는 

연성전단대 (ductile shear zone)를 말한다. 연성전단대에서 산출되는 압쇄암 

(mylonite)을 단층암에 포함시키는 것은 엄밀하게는 문제가 있으나 관례상 압쇄암도 

단층암으로 분류되고있다. 

단층암은 단층의 깊이에 따라 종류가 변하는데 천부에서 심부로 가면서 각 

력 암 시 리 즈 (breccia series), 파쇄 암 시 리 즈 (cataclasite series), 그리 고 압쇄 암 시 

리즈 (mylonite series)로 대별된다 (Fig. 2, Table 1; Higgins, 1971; Sibson, 1975, 

1977; Davis and Reynolds, 1996). 상기한 시리즈에 포함되지 않은 수도타키라이트 

(pseudotachylite)는 단층작용시 발생되는 높은 마찰열로 언해 단층대의 암석 이 일 

시적으로 녹았다가 슬립이 끝나면 빠르게 고화되어 형성된 암석으로 주로 유리질의 

기질 (matrix)로 이루어져 있다. 마찰용융 (frictional mel디ng)이 일어나기 위해서 

는 빠른 슬립 혹은 지진성 슬립 (seismic slip)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도타키라이트 

는 지진성 단층에서만 만들어지며 또한 마찰용융에는 비교적 높은 봉압 (confining 

pressure) 이 필요하고 지진성 슬립은 취성영역 (brittle regime)에서만 가능하므로 

수도타키라이트는 일반적으로 지각천부의 어느정도의 깊이에서부터 취성/연성 전이 

대 (brittle/ductile transition zone)의 하부까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지진성 슬립 

하에서라도 물을 포함하고 있는 암석에서는 마찰용융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수 

도타키라이트는 건조한 (따y)상태에서만 만들어지는 특성이 있다. 

Table 1. Brittle fault rocks. From Davis and Reynolds (1996). 

Breccia Series (incohesive. generally no foliation) 
Megabreccia clast size > 0.5 m 

Breccia clast size > 1 mm < 0.5 m 

Microbreccia clast size > 0.1 mm < 1 mm 

Gouge clast size < 0.1 mm 
Cataclasite Series (cohesive. generally no foliation) 
Cataclasite clast size > 0.1 mm < 10 mm 

Ultracataclasite clast size < 0.1 mm 
Pseudotachylite (by frictional me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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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s Fault 

Gouge. Breccla 

Catacla61te 

Mylonlte 

Fig. 2. Fault rock types with depth and crustal strength profile. Modified from Sibson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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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각력암 시리즈와 파쇄암 시리즈를 분류할 때， 단층암 형성 당시 

의 응집력 (cohesion)을 기준으로 하며 형성당시 응집력이 없으면 {incohesive) 각력 

암 시 리 즈， 응집 력 이 있으면 <Cohesive) 파쇄 암 시 리 즈로 구분한다 (Table 1; 

Higgins , 1971; Sibson, 1975, 1977; Davis and Reynolds, 1996). 그러나 단층암의 

형성 이후 단층대를 따라 유체 Wuid)의 통과시 각종 광물의 침전으로 언한 교결작 

용 (cementation)으로 원래 응집 력 이 없던 단층암이 응집 력을 가지 게 될 수 있고 

원래 응집력이 있던 단층암이라도 지표에 노출된 이후 지하수의 유입과 수반된 풍 

화작용으로 인하여 응집력을 앓게 되므로 실제 야외에서 응집력으로 단층암을 분류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각력암/파쇄암 시리즈 와 압쇄암 시리즈를 분류하는 

데에는 엽리 (foliation)의 발달 유무를 기준으로 엽리가 존재하면 압쇄압 시리즈로 

분류하나 각력암 시리즈의 일종인 단층가우지 (fault gouge)와 파쇄암 시리즈에도 

엽리가 흔히 존재하므로 (Chester et 외.， 1985; Rutter et al. , 1986), 이러한 전통적 

인 분류 방법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Passchier and Trouw 

(996)의 취 성 단층암 (brittle fault rock) 분류법 을 따른다 Passchier and Trouw 

(996)는 취성단층암을 현재의 응집력을 기준으로 비응집성 단층암 Gncohesive 

fault rock)과 응집성 단층암 <Cohesive fault rock)으로 대별하였으며 비응집성 단 

층암을 다시 비응집성 각력암 (incohesive breccia; 30% 이상의 각진 쇄설편으로 구 

성)， 비응집성 파쇄암 {incohesive cataclasite; 30% 미만의 쇄셜편으로 구성되며 엽 

리 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 단층가우지 (fault gouge; 30% 미 만의 쇄설 

편으로 구성되며 쇄설편의 크기는 대부분 10 - 100 μm이고 기질의 크기는 10 

μm 미만. 통상 엽리가 발달) 로 세분하였다. 응집성 단층암은 응집성 각력암 

(30% 이상의 각이진 쇄설편으로 구성)， 응집성 파쇄암 (30% 미만의 쇄설편으로 구 

성) 그리고 수도타키라이트로 세분된다. 

제 3 절 단층대의 운동감각 결정 

한 단층대의 슬립 감각 (sense of slip)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단층조선 

(slickenside lineation)으로 나타나는 슬립 방향 (slip direction)이 정해져야 하며 일 

단 슬립 방향이 정해지면 단층면에 수직하고 슬립 방향에 평행한 단면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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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e; 운동 단면)에서 여러 구조요소의 비대칭성 (asyrnmetry )를 이용하여 슬립 감 

각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슬립 감각을 결정하는데 이용되는 구조 요소를 슬립 

감각 지시자 (sense of slip criteria) 라고 부르며 아래에는 그 종류를 열거한다. 

가장 쉽게 이용되는 슬립감각 지시자는 운동면 상에서 층리면， 엽리면， 암 

맥， 기존의 단열면등 기준면 (marker layer)의 변위이다. 이 지시자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관찰면이 반드시 운동면이되어야 한다. 관찰면이 운동면이 아닐 

경우 기준면의 자세 (attitude)에 따라 기준면의 변위가 실제 슬립감각과 반대로 반 

대로 나올 수 있다. 

변위된 기준면이 없을 경우 가장 널리 이용되는 슬립감각 지시자는 주 단층 

면과 관련된 이차 단열면 (secondary fracture)이다 Fig. 3은 주단층면과 관련된 

이차 단열면들의 종류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그림상에서의 용어는 Logan et 

외. (1979)의 용어를 따랐다. 주 단층과 평행한 전단 단열 (shear fracture)은 

Y-shearè} 불리며 주단층과 동일한 동종 전단 감각 (synthetic shear sense)을 보인 

다. 리 델 전단 단열 (Riedel shear fracture) è} 불리 는 R-shear와 이 와 반대 방향으 

로 저각으로 경사하는 P-shear 역시 주 단층과 동일한 동종 전단 감각이 나타난다. 

반면 주단층에 고각인 R'-shear와 X-shear를 따라서는 주단층과 반대인 이종 전단 

감각 (antithetic shear sense)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T-shear는 인장단열 

(extensional fracture)의 일종으로 흔히 T-fracture를 따라 석영 혹은 방해석등의 

맥 (vein) 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외에 단열/회전된 쇄셜편의 변위나 도미노 형태의 

변위 (이는 모두 위의 R'-shear와 X-shear에 해당)， 층의 끌린 형태 (dragging)등 

이 슬립감각 지시자로 이용된다. 

연성 변형된 압쇄암에서 가장 흔하게 전단감각 지시자로 이용되는 S/C 구 

조 (Berthe et a1., 1979)와 전단띠 (shear band; Hanmer and Passchier, 1991), 쇄설 

편 주위 에 서 엽 리 의 편 향 (deflection)도 단층가우지 에 서 일 반적 으로 나타나는 것 으 

로 보고되어 신빙성 있는 전단감각 지시자로 이용된다 (예， Rutter et a1., 1986; 

Chester and Logan, 1987; Lee, 1991; Crespi, 1993). Fig. 4에는 단층암에서 흔하게 

이용되는 전단감각 지시자를 모식적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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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ypes of sense-of-slip criteria in fault rocks. After Lee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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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4기 단층 

제 1 절 개요 

경주， 양남면， 언양 일대의 소위 제4기 퇴적층을 변위시킨 신기단층들 중 총 

6개의 단층이 조사/분석되었다. 이 중 언양지역의 상천리 단층은 양산단층대와 인 

접하여 노출되어 있고 이화 단층 원원사 단층 말방 단층은 울산단층 동측에 나타 

나며 읍천 단층과 수렴 단층은 월성 양남면 일대에서 동해안에 인접하여 발달한다 

(Fig. 1). 아래에는 이들 단층별로 노두 구조요소의 기재와 미구조요소의 기재， 그 

리고 이들로부터 해석된 슬립 감각이 기술되어 있다. 이 중 읍천 단층과 수렴 단 

층은 트렌치를 통한 정밀한 자료 수집이 있었기 때문에 장을 분리하여 양남면 일대 

의 광역단층 구조해석과 단층의 기하학적 분석을 기재하였다. 

제 2 절 상천리 단층 

상천리 중남초등학교 동측에 신설된 35번 국도상에는 제4기 선상지퇴적층과 

백악기 화강암이 상천라 단층을 경계로 접한다 (Figs. 1 and 5). 단층면의 주향/경 

사는 N15E/85SE이고 단층조선의 트렌드/플런지는 N22E/55으로 인접한 양산단층대 

의 자세와 평행하다. 단층대의 폭은 약 20 - 30 crn이며 단층대 내에는 0.5 - 4 

crn 두께의 비응집성 파쇄암과 단층가우지가 층상으로 교호한다. 비응집성 파쇄암 

은 주로 스멕타이트， 석영， 장석으로 구성된 기질과 약 10 - 20%의 rounded내지 

subrounded한 쇄설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쇄설편의 크기는 장축의 길이가 1.5 crn 

까지 이르나 대부분 0.05 - 3 rnrn이다. 이 쇄설편들은 대부분 단층대에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어 단층작용시 쇄설편의 변형에 강체회전 (rigid-body rotation)이 우세 

하게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단층가우지는 주로 스멕타이트， 석영， 장석으로 이루어 

진 기질과 500 μm 이하의 쇄설편 (5% 미만)으로 구성되며 스멕타이트는 단층면에 

평 행 하게 정 향배 열 (preferred orientation)하여 점 토광물의 형 성 이 단층작용 이 전 이 

거나 단층작용 동시임을 지시한다. 단층과 인접한 화강암체내에는 취성/연성 전단 

대가 단층대에 평행하게 발달하고 있어 상천리단층의 형성 이전 적어도 화강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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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Outcrop photo of the Sangcheon fault. FZB: 펴ult zonζ boun없ry. QD: Q뻐temary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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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f1ected photomicrographs of gouge from the Sangcheon f:없11t. (a) Shear band (SB). (b) 
Fractured/displaced fragment and R-sh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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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는 전단대가 기존재하였음을 시사한다. 

단층가우지층에서 나타나는 전단띠 (Fig. 6a), 단열/회전된 쇄설편의 변위와 

R-shear (Fig. 6b)등의 미구조는 일관되게 동측의 화강암체가 제4기 퇴적층에 대해 

SSW방향으로 사교이동 (즉， 우수향의 변위와 역이동감각의 변위가 합쳐진 사교이 

동)한 것을 지시한다. 

제 3 절 이화 단층 

울산시 외동읍 이화마을에 노출되어 있는 이화 단층을 경계로 동측의 제371 

초 화강암체와 서측의 제4기 산록선상지퇴적층이 접하고 있다 (Figs. 1 and 7). 화 

강암체는 염기성 암맥에 의해 관입당하고 있고 단층대와 인접한 화강암체와 염기성 

암맥은 심하게 파쇄되어 비응집성 각력암화되어 있다. 단층대의 폭은 25 - 40 cm 

로 주로 녹색의 단층가우지와 갈색의 비응집성 파쇄암으로 구성된다 (Fig. 7). 동 

측의 단층대 경계의 주향/경사는 NS/80E로 고각의 경사를 보이나 서측의 단층대 

경계는 N8W/55E로 상대적으로 저각의 경사를 보인다. 두 단층대 경계는 모두 아 

수평 한 (subhorizontal) 단층조선을 갖는다. 

단층가우지는 주로 10 μm 미만의 스멕타이트와 석영 장석으로 구성되며 

스멕타이트 입자들은 단층대에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다. 파쇄암은 rounded내지 

subrounded한 쇄설편 (대부분 1 - 3 mm)과 미립자의 기질로 구성되며 기질에서의 

점토광물은 대체로 단층대에 평행하게 배열한다 (Fig. 8a). 단층가우지에서의 전단 

· 띠 (Fig. 8b)와 X -shear (Fig. &)등의 미구조는 일관되게 동측의 화강암체가 서측 

의 제4기 층에 대해 남쪽으로 이동한 우수주향이동 감각을 지시한다. 

제 4 절 원원사 단층 

원원사 단층은 경주시 외동읍 원원사에서 동측으로 약 70 m 지점의 계곡에 

노출되어 상반에는 백악기 화강암이 하반에는 쐐기형태의 제4기 산록선상지퇴적층 

” 
H 



Fig. 7. (a) Outcrop photo of the 많lwa fì없llt. 뼈 Close-up view ofthe fault zone. FZB: fault zone 
boundary. QD: Quatern없y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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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Cataclasite. φ) 8hear band (8B) in gouge. (c) X-shear in go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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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반의 화강암체를 부정합으로 피복한다 (Fig. 9a). 단층대는 거의 수평에 가까 

우나 부분적으로 N30W/40SW내지 N20W/12SW의 자세를 보인다. 단층대 내에서 

는 단층조선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원원사 단층 노두앞에 위치한 개천가에서 나타 

나는 수평면상의 화강암 노두에서 관찰되는 단층조선에 의하면 주로 E-W 방향의 

단층이동이 있었음을 인지할 수 있다. 단층대의 폭은 15 - 50 cm이고 적회색의 비 

응집성 파쇄암내에 0.1 - 2 cm 두께의 적색 단층가우지층이 접지 형태 

(anastomosing pattern)로 여러매 존재한다 (Fig. 9b). 파쇄암은 subrounded 내지 

subangular한 쇄설편 (주로 1 - 4 mm이나 크게는 3 cm 까지의 크기)과 스멕타이 

트， 석영， 장석등으로 이루어진 미립질의 기질로 구성되며 (Fig. 10a) 단층가우지는 

주로 스멕타이트， 석영， 장석으로 이루어진 미립질의 기질로 이루어져 있다 (Fig. 

lOb). 파쇄암과 단층가우지의 경계는 뚜렷하여 두 단층암이 각기 다른 시기의 단 

층운동에 의하여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앞에서 기술한 다른 단층들에서 관찰된 것과 같이 점토광물들은 단층대 경 

계에 주로 평행하게 배열하며 점토광물의 전단띠， S/C 구조등은 상반이 하반에 대 

해 동북동쪽으로 이 동한 (top-to-the-ENE) 역 이 동 감각을 지 시 한다 (Fig. lOb). 

제 5 절 말방 단층 

말방 단층은 경주시 외동읍 사독저수지 북측 경계에 노출되는데 제4기 선상 

지퇴적층을 절단한다 (Figs. 1 and 11). 주 단층면의 주향/경사는 N8E/32E이며 단 

- 층면상에서 단층조선은 관찰되지 않는다. 제4기 퇴적층은 주로 역질로 구성되나 

단층의 상반에서는 업자크기와 색이 다른 사질층이 교호하면서 국부적으로 층상구 

조를 이루기도 한다 (Fig. 11). 상반에는 주 단층에 의해 단절되며 끌린 오래된 단 

층이 존재하는데 이 오래된 단층을 따른 변위는 약 20 cm 정도이다. 상반에 존재 

하는 퇴적지층 역시 주 단층에 의해 끌림 습곡 (clrag fold)을 보이는데 이 끌림 습 

독의 축으로부터 구한 주 단층의 이동 방향은 N88E/30이다 (이동방향은 단층면상 

에서 끌럼 습콕축에 직각임). 따라서 현재 노출되어 있는 노두 단면은 운동단면 

(movement plane)에 아평행하며 층리와 오래된 단층의 끌린 형태는 역이동감각 

(top-to-the-W slip sense)을 지시한다. 주 단층의 하반에는 상반에 존재하는 대응 

U 



Fig.9. (a) Outcrop photo ofthe Wonwonsa fault. QD: Quatεmary deposit. (b) Close-up viε:w ofthe 
fault zone. FZB: fault zone boundary. 0 and X indicate the movement ofblock toward and away from 
the viewεr，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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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flected photomicrographs offault rocks from the Wonwonsa fault. (a) Subrounded to 
subangular fragment in cataclasite. (b) Clayεy mineral foliation in gouge. The composite foliation of 
clay minerals indicates top-to-the-ENE slip sε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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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Outcrop photo of the Malbang fault. QD: Quatem없y deposit. Note a curved earlier fault in 
the hanging wall of the main faul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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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m 

Fig. 12. Fault-rock microstructure of the Malbang faul t. (a) Angular to subangular brecciatεd 
fragments consisting ofK-feldspar and qu따tz in breccia. (b) Close-up view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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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층리면이 나타나지 않아 주 단층을 따른 변위량을 추정할 수 없다. 

주 단층대를 따라서는 비응집성 각력암이 산출되는데 주로 0.1 - 1 cm 크 

기의 쇄설편이 60% 이상 존재하며 쇄설편의 모양은 angular 내지 subangular하다 

(Fig. 12). 앞서 기술된 타 단층대의 단층암과는 달리 쇄설편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 기질에서 슬립감각 지시자를 관찰하기 어려우나 단열/회전된 쇄설편의 변위감 

각으로부터 해석된 주 단층의 슬립감각은 노두에서 유추된 것과 동일하게 역이동감 

각 (top-to-the-W slip sense) 이 다. 

m 

μ
 



제 4 장 읍천 단층과 수렴 단층 

제 1 절 경 주 양남면 일 대 의 단층 분석 

경주 양남면 일대에는 제3기 마이오세의 화산쇄셜암을 기반암으로 그 위를 

부정합으로 제4기 해안퇴적층이 덮고 있다. 현재까지 읍천리의 나산초등학교 신축 

부지와 수렴리의 현대건설 공사현장에서 제4기 퇴적층을 절단하는 단층들이 확인되 

었는데 이들을 각각 읍천 단층과 수렴 단층으로 명명한다. 아래에는 양남면 일대 

에서 수집된 단층자료에 근거하여 양남면의 광역 단층구조를 기술하며 읍천 단층과 

수렴 단층의 기재 및 연장에 대하여 논한다. 

읍천리와 수렴리 일대의 단층은 크게 하나의 주그룹과 세 개의 부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Figs. 13 and 14). 주그룹 (그룹 1)은 이 지 역 의 대 표적 인 단층 그 

룹으로 그 평균치는 주향이 N30E이고 경사는 68SE이다 (Fig. 14a). 이 주그룹 단 

층들의 단층조선 (slickenside lineation)은 대부분 경사 방향 (down-dip lineation) 

으로서 주그룹의 단층은 경사이동 단층 (dip-slip fault)임을 지시한다 (Fig. 15a). 

한편 연구 지역에서 관찰되는 제471층을 변위 시킨 단층들은 모두 이 주그룹의 단 

층계에 속한다 (Figs. 13a and 14a). 수렴 지역의 현대건설 현장에서와 트렌치 조 

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그룹의 단층들은 서로 갈라지고 합류하는 접지 

(anastomosing) 형태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세 개의 부그룹은 모두 자료의 개수가 작아 신빙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나 그 

룹 2는 그 평균치의 주향/경사가 N24E/33NW로 주그룹과 주향은 같으나 경사방향 

이 NW 이고 경사각이 저각인 점이 다르다 (Fig. 14b). 그룹 2 단층들의 단층조선 

역시 경사방향으로 경사이동 단층임을 지시한다. 그룹 3은 평균치의 주향/경사가 

N23W/73NE로 단층조선은 이 단층계 역시 경사이동 단층임을 지시한다 (Figs. 14c 

and 15c). 마지 막으로 그룹 4는 평 균치 의 주향/경사가 N83E/84SE로 (Fig. 14d) 단 

층조선은 이 단층계가 주향이동 단층 (strike-slip fault) 혹은 사교이동 단층 

(oblique-slip fault) 임 을 지 시 한다. (Fig. 15d) 

Fig. 13에서는 각 단층을 제471 층을 변위 시킨 단층 (Fig. 13b), 제3기층을 

변위 시켰으나 제4기층은 존재하지 않아 제4기층의 변위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단 

층 (Fig. 13C), 제3기와 제4기층이 노출되었으나 제371층만 변위 시킨 단층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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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oles to fault planes from the Yangnam area. (a) Total data. (b) Fa띠t planes 
displacing both the Tertiary and Quatemary deposits. (c) Fault planes cross-cutting 
the Tertiary deposits where the Quatemaη deposits are not present. (d) Fault planes 
cross-cutting only the Tertiary deposits where the Quaternary deposits are present. 
Lower-hemisphere, equal-area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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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ckenside Lin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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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Slickenside lineations of each fault group from the Yangnam area. (a) Group 1. 
(b) Group 2. (c) Group 3. (d) Group 4. Star: striations from faults displacing both 
the Tertiary and Quaternary deposits. Solid circle: striations from faults crosscutting 
the Tertiary deposits where the Quaternary deposits are not present. Open circle: 
striations from faults crosscutting only the Tertiary deposits where the Quaternary 
deposits are present. The great circle in each diagram represents the mean fault 
orientation of each group. Lower-hemisphere, equal-area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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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Fig. 17(a) (YS022) 

YS028 

i N 
l 50 m . 

Fig. 16. Fault map in the Hyundai construction site ofthe Suryum-ri area. Small triangle with outcropnumber indicates outcrop site. 
Thick gray line is a trench line. Solid line: fault. Dotted line: inferred fault. Note the anastomosing pattem ofNNE-striking faults. 
Details oftrench lines ofYS022 and 024 (boxed) are shown in Fig.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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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d)을 각각 도시하였다. 위에 언급한 주그룹은 이들 세종류를 모두 포함하는 반면 

그룹 4 단층들은 제371 층만을 변위 시 킨 것 이 특징 적 이 다 (Fig. 14). 

앞서 기술한대로 양남면 일대에 존재하는 주 그룹 (그룹 1)의 단층은 NNE 

주향에 남동으로 중각도로 경사하는데 이들 단층들은 접지 형태를 보이는 것이 특 

징적이다. Fig. 16과 17은 수렴리 건설현장에서 트렌치 조사시 수집된 단층자료에 

의한 이 지역의 단층도 (fault map)로 주 그룹의 단층들의 접지 형태를 잘 보여준 

다. 이 주 그룹의 단층은 대부분 정전단의 슬립 감각을 보여 제3기 기반암에 존재 

하는 주 그룹의 단층들은 정단층임을 지시한다. 또한 이러한 단층대 내에는 이 정 

단층 운동과 관련된 방해석 맥이 국부적으로 발달하고 있어 주 그룹 정단층들의 발 

달은 취 성 영 역 (britt1e regime)의 어 느 정 도 깊 이 에 서 유체 활동 (f1uid activity)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주 그룹계열에 속하는 읍천 단층과 수렴 단 

층은 기반암을 피복하는 제4기층을 여 , 이동 감각으로 절단하며 재활성 

(reactivation)의 증거 (아래에 기술)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인장 변형 (extensional 

deformation)시 기반암에 접지 형태로 정단층들이 발달하였고 제4기 퇴적층이 쌓인 

후 변형이 수축형 변형 <Contractional deformation)으로 바뀌면서 주 그룹 정단층 

계열의 일부 분절 (segment)이 역단층으로 재활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제 2 절 읍천 단층 

읍천리 나산초등학교 신축 부지에 노출되어 있는 이 노두에는 제3기의 화산 

쇄설암 위에 제4기의 역암이 부정합으로 놓여 있으며 제371 층내에는 NNE 주향에 

SE 경사를 보이는 위에 언급한 주단층 (그룹 1) 계열에 속하는 정단층들이 발달하 

고 있으며 이 정단층들은 위의 제4기층을 변위 시키지 못하고 있다 (Fig. 18). 문 

제가 되는 읍천 단층은 위에 언급한 그룹 1의 정단층들과 동일 계열로 N10E/50SE 

의 주향/경사를 보이며 단층을 경계로 하반의 제4기층과 상반의 제3기층이 접하고 

있다 (Fig. 19). 단층대에는 제371층과 제4기층이 접하는 곳에는 5 - 10 cm의 단 

층가우지가 발달하며 단층가우지대는 제4기층과 제4기층이 접하는 곳에서는 0.5 -

2 cm로 앓아진다. 상반의 부정합면이 단층면 쪽으로 가면서 끌린 (dragging) 형태， 

단층을 경계로 오래된 제371 층이 젊은 제471 층 위에 놓이는 점등은 모두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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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Outcrop photo ofa nonnal fault zonε crosscutting the Tertiary deposit only from the Eupchon 
outcrop. Note calcitε veins filling extensional fractures within thε fault zone indicate normal (top
down-to-the-SE) slip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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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9. Outcrop photo ofthe Eupchon fau1t cropping out after trenching. TD: Tertiary deposit. QD: 
Quatεmary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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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m 
Fig. 20. Fault-rock microstructurε of the Eupchon faul t. (a) R-shear and offset along Y -shear indicate 
a dextral slip-sense (reverse slip-sense in the outcrop). (b) Def1ected c1ayey foliation around rounded 
fragment indicates a dextral slip-sensε (reverse slip-sense in the outcrop). FOL: fo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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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이 하반 위로 올라간 역단층임을 지시한다. 단층가우지는 주로 미립질의 스멕 

타이트와 석영 (미량)의 기질로 구성되며 0.1 mm에서 5 mm까지 이르는 rounded 

형태의 쇄설편이 간혹 존재한다. 단층가우지 내의 점토광물은 단층대에 평행한 정 

향배열을 보이며 단층대 경계 (fault zone boundary)에 인접한 4기층의 역들 역시 

단층대 경계에 평행하게 배열한다. 단층가우지에서의 R-shear, Y -shear, 단열/회전 

된 쇄설편의 변위， 쇄설편 주위에서 엽리의 편향 (deflection)등 모든 미구조는 야외 

구조와 동일하게 상반이 하반 위로 이동한 역이동 감각을 지시한다 (Fig. 20). 

한국자원연구소의 트렌치시 우리가 확인한 최소 수직 낙차 (throw)는 3m 

이다 (상반의 제371/471 부정합면과 단층면이 만나는 지점에서 3m 깊이 까지 트렌 

치 하였으나 하반에서 부정합면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직 낙차는 최소한 이 

깊이 이상임). 따라서 이 최소 수직 낙차로부터 구한 실제 변위 (net slip)는 약 4 

m 이다. 한편 한국자원연구소의 최위찬 (1998, 양산단층 국제심포지움 발표자료)에 

의하면 읍천 단층의 수직 낙차는 6m 이고 이 값을 취할 경우 실제 변위는 약 7.8 

m이다. 

특이한 점은 단층의 경사각이 제4기층끼리 접하는 곳에서는 급격하게 줄어 

드는데 이러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단단한 기반암 위에 연약한 퇴적층이 놓여 있는 

상태에서 기반암에 기존재하던 단층이 재활성 (reactivation) 될 때 나타나는 특징적 

인 현상으로 이는 이미 실험과 수치 모델링으로 검증된 바 있다 (예， Sanford, 

1959; Stearns et al., 1978; Tsuneishi, 1978; Wiltschko and Eastman, 1988; Patton 

and Fletcher, 1995). 또한 위에서 언급 한대로 읍천 역단층과 유사한 주향/경사를 

보이는 정단층들이 제371층에만 발달하는 것은 기반암에 존재하던 정단층들이 후에 

역단층으로 재활성 되었음을 지시한다. 

읍천 단층이 상반이 하반에 대하여 위로 이동한 역단층이라는 점， 위에서 

언급한 기반암 단층의 재활성 증거들， 단층면이 동측의 해안 쪽으로 경사하고 있는 

점， 그리고 상반과 하반의 제4기층의 층리가 잘 보존되어 있는 점등은 읍천단층이 

사태 Oand slide) l-} 차별 침 전 (differential settlement)에 의 한 것 이 아니 고 조구조 

응력 (tectonic stress)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지시한다. 

잃
 



제 3 절 수렴 단층 

수렴 단층 (YSOlO노두; Fig. 16)은 N40E/45SE의 주향/경사를 보이며 기반 

암인 제3기 화산쇄설암과 위에 부정합으로 놓인 제4기 해안퇴적층을 절단한다 (Fig. 

21). 단층조선은 S78E/40 으로 부정합면과 제4기층 층리면이 단층면을 따라 끌린 

형태， 상반의 제3기층이 하반의 제4기층 위에 올라와 있는 점， 그리고 단층암의 미 

구조는 모두 일관되게 상반이 하반에 대해 위로 올라간 역단층을 지시하며 수직 낙 

차는 95 cm로 이에 의한 실제 변위는 약 120 cm이다. 수렴단층의 노두면 1 m 앞 

에서 노두면과 평행하게 275 cm 깊이로 트렌치한바에 의하면 제371 층에 기존재하 

는 단층으로 위 의 제4기 층을 변위 시 키 지 않는 단층 (N24E/58SE with 1 - 2 cm 

thick gouge zone)이 수렴단층에 의해 변위 되어 (실제 변위량 75 cm) 역시 상반 

이 하반에 대하여 위로 올라간 형태를 보인다 (Fig. 22). 특이한 점은 제4기층과는 

달리 이 기존 단층이 수렴 단층면을 따라 끌림을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는 수렴단 

층을 따라 역단층 운동이 발생할 당시 제3기층이 이미 고화된 (따라서 취성의) 상 

태였음을 지시한다. 단층대에는 제3기층끼리 접하는 곳에서는 5 - 15 cm 두께의 

단층 가우지가 존재하나 위로 갈수록 앓아져 제4기층끼리 접하는 곳에서는 단층가 

우지의 두께가 2 - 4 cm 이다. 단층가우지의 구성광물과 미구조는 읍천단층의 가 

우지와 동일하다. 단층면의 경사각은 위로 가면서 단층의 경사각이 감소하면서 제 

471 층끼리 접하는 곳에서는 거의 누워， 읍천 단층과 동일한 기하학적 형태를 보인 

다. 즉， 앞서 언급 한대로 수렴 단층 역시 기반암에 기존재하던 단층이 재활성된 

것으로 해석되며 상반이 하반에 대하여 위로 이동한 역단층이라는 점， 기반암 단층 

의 재활성 증거， 단층면이 동측의 해안 쪽으로 경사하고 있는 점， 그리고 상반과 하 

반의 제4기층의 층리가 잘 보존되어 있는 점등은 읍천단층과 동일하게 사태나 차별 

침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조구조 응력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다. 

한편 앞서 언급한 YS010 지점에서 N40E 방향으로 37 m 되는 지점의 트렌 

치에서 수렴 단층의 연장이 확인되었는데 이 곳 (YS020 노두; Fig. 16)은 주단층이 

갈라졌다가 합쳐져 (anastomosing) 제4기층을 역전단감각 (reverse slip sense)으로 

변위 시키면서 특징적인 thrust horse의 형태를 보인다 (Fig. 23). 이곳 역시 단층 

의 경사각이 제371층에서는 고각이나 (N8E/65SE) 제4기층으로 올라가면서 급격히 

누워 기존 단층의 재활성 증거를 보인다. 단층조선은 일관되게 단층면의 경사방향 

% 



Fig. 21. Outcrop photo of the Surγum faul t. TD: Tertiary deposit. QD: Quatem없y deposit UC: 
unconfo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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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Downward extension of the Suryum fau1t exposed after trenching. Notε an older fault cut by 
the Suryum fault. FZB: fau1t zone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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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A thrust crosscutting both the Tertiary and Quatemary deposits from outσop YS020 in the 
Suryum 따εa. Note a thrust horse on thε base of the Quatemary dε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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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제4기층의 위변위 (separation)로부터 구한 실제 변위량은 4 cm이다. 

제 4 절 수렴 단층과 읍천 단층의 길이 추정 

한 단층을 따라 일어나는 변위 (d)는 그 단층면 전체에 걸쳐 일정한 것이 

아니라 단층의 중심부 (fault center)에서 최대 변위 (dmax)를 보이며 단층의 끝 

(fault tip)으로 가면서 점차로 소멸되어 단층의 끝에서는 0이 된다. 한번의 단층 

작용시 슬립이 일어난 부분을 개략적으로 원 (circle)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그 원의 

반지름을 r (= fault half length)로 하면 단층의 길이 L은 2r이 된다 (Fig. 24). 단 

층의 중심부에서 끝으로 가면서 단층 변위 d가 감소하는 형태는， d가 부분적으로 

줄어들다가 다시늘어나기도 하나， 대체적으로 포물선 형태를 따르며 감소한다 (Fig. 

25; Cowie et 머.， 1993; Dawers and Anders, 1995; Cowie and Sipton, 1998). 이 

포물선의 형태 (즉 포물선의 방정식)는 암석의 물리적 성질 단층의 기하학적 형태 

(geometry) , 슬립 역사 (slip history)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Peacock and Sanderson (1996)에 따르면 fault half length (r)와 최 대 변위 

(dm없)의 비 (r!dmax)는 단층의 여러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Fig. 

26). r/dmax를 지배하는 요소로는 위에서 언급한 암석의 물리적 특성， 단층의 연결 

성 및 상호작용， 슬럽의 회수， 여러 번의 슬립동안 단층의 전파율 (fault 

propagation rate) , 그리 고 원거 리 수직 응력 (remote normal stress)과 단층면상의 

수직응력의 차이등이 었다. 그러나 수렴지역에서 나타나는 제4기층을 변위 시킨 

- 동일 수렴단층선상의 두 노두(YS010， YS020; Figs. 16, 19 and 23)에서의 각각의 

실채 변위량과 이 두 노두 사이의 거리 (37 m)로부터 이 두 노두를 연결하는 단층 

의 r/dm없를 직접 구할 수 있다. 단층운동방향을 따라 계산된 수렴단층의 실제변위 

가 YSOlO에서 1 m 내외에서 YS020에서는 4 cm 정도로 급격하게 감소함으로부터 

단층의 변위량의 감소형태 (직선 또는 포물선)와 상관없이 YS020 을 지나 몇 m 못 

가서 단층의 변위가 소멸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로부터 수렴단층의 r/dmax을 

계산하면 Table 2와 같다. YSOlO지점에서 인지되는 제371 화산쇄설암에서의 단층 

의 변위는 두 가지 offset marker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지표 상에서 보여지는 제3 

기와 4기 퇴적층 사이의 부정합면의 변위는 수렴단층의 운동방향을 따라 약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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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Schematic diagram of a fault plane (dashed) and slipped region (shaded). r: radius of the slipped 
region. 2r (=L): fault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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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정도이나 지하 1 m 지점 트렌치에서 보여지는 수렴단층에 의한 오래된 단층의 

변위는 약 75 cm 정도이다. 이 두 수치에 의해 구해진 r/dmax는 각 32와 51이다. 

이 값들은 YS010에서의 변위가 수렴단층의 중앙부에서 나타나는 최대 값이라고 가 

정한 것으로 이로부터 유추되는 수렴단층의 총 연장 (2r)은 최소 약 80 m 정도이 

다. 그러나 YS010에서의 변위가 최대치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단층의 연 

장은 80 m 이상이 된다. 또한 만일 YS020 지점의 단층이 YS010 지접 수렴 단층 

의 연장이 아니라 주 단층인 수렴 단층으로부터 가지 친 (branching) 단층이라면 

수렴 단층의 r/dmax는 위의 값보다 더 커져 실제 길이는 훨씬 길어 질 수 있다. 

Table 2. Data for estimating the length of the Suryum fault 

and calculated r/ dmax values 

offset marker 
old fault 

unconformitv 

dmax 

-76 cm 
-120 cm 

m-m r
-젤
 갱
 

2r (fault length) 
-78 m 
-76 m 

樞
-
되
 

-
잃
 

읍천단층은 암상， 방향성， 변위 형태 등으로 볼 때 수렴단층과 매우 유사함 

으로 수렴단층에서 구한 r/dmax을 읍천단층에 적용하여 그 연장성을 유추할 수 있 

다. 읍천단층에서 인지되는 제3기와 4기 퇴적층 사이의 부정합면의 단층면에 대한 

수직 변위 (throw)가 최 소한 3 m O ] 므로 기 울어 진 단층면 (500SE)을 따라 발생 한 실 

제변위는 약 4m 정도이다. 앞서 언급 한대로 한국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읍천단층 

의 수직 낙차가 최대 약 6m 라고 보고되나 본 조사자들이 한국자원연구소의 트렌 

치시 확인한 바로는 수직 낙차가 최소 3m 이상이다. 이 최소 값으로부터 51과 32 

의 r/dmax값을 사용하여 계산된 읍천단층의 연장은 각 400 m 이상과 250 m이상으 

로 추정된다. 한편 한국자원연구소의 수직 낙차 값 (6 m)으로부터 계산된 실제변 

위는 약 7.8 m이므로 이를 이용하면 읍천단층의 최소 연장은 r/dmax가 51일 때 약 

800 m 이상， r/dmax가 32일 때 약 500 m 이상으로 추정된다 (Table 3). 

이와 같이 유추된 읍천단층의 연장은 수렴단층에서와 같이 읍천단층 노두에 

서의 변위를 최대치로 고려했으므로 만일 실제 최대변위량이 다른 지점에서 더 크 

다면 훨씬 길어 질 수도 있다. 또한 single isolated fault에서와 달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수렴단층에서의 r/dmax값 ( <100)은 수렴지역에서 많이 관찰되는 

NNE 또는 NNW방향의 기존 단층들의 상호연결성 때문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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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ock and Sanderson, 1996). 그러므로 만일 읍천단층이 single isolated faultè} 

고 가정하면 더 큰 r/dmax을 갖게되고 이로부터 유추되는 단층의 연장은 더욱 길어 

질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위에서 구한 수렴단층 및 읍천단층의 추정된 

연장은 예측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이로 생각된다. 

Table 3. Estimated length of the Eupchon fault 

r/dmax 

51 
32 

fault length (2r) 
dm없 = 4 m dm없 = 7.8 m 

~400 m -800 m 
-250 m -5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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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토 의 

조사된 제4기의 단층들은 원원사 단층을 제외하고 모두 NS - NNE 주향에 

고각이거나 중저각으로 동쪽으로 경사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경사각이 고각인 제4 

기 단층들은 우수주향이동 (이화 단층)을 보이거나 우수주향이동 성분과 역이동 성 

분이 복합된 사교이동 (상천리 단층 top-to-the-SSW movement)을 보인다. 경사 

각이 중저각인 말방， 읍천， 수렴 단층은 모두 역이동감각 (top-to-the-W 

movement)을 보인다. 한편 원원사 단층은 수평에 가까우나 부분적으로 

N30W/40SW내지 N20W/12SW의 자세를 보이며 상반이 하반에 대해 동북동으로 

이동한 (top-to-the-ENE) 역이동감각을 보인다. 

특히 양남면 일대에 발달하는 단층은 NNE 주향에 중 고각으로 SE로 경사 

하거나 고각으로 NW로 경사 하는 경사이동 단층들이 주계열을 이룬다 (그룹 1). 

4기층을 변위 시킨 읍천 단층과 수렴 단층은 그룹 1의 주계열에 속하는 단층들로서 

제371 층 기반암에 기존재하던 정단층들이 제471 층이 쌓인 후 역단층으로 재활성된 

증거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즉 기반암에 기존재하던 그룹 1 계열의 단층들은 서 

로 합쳐지거나 갈라지는 하나의 큰 단층계열 (fault system)로서 제471 층이 퇴적된 

이후 그중 일부 segment들이 재활성된 것이며 따라서 읍천단층과 수렴 단층은 동 

일 단층계열의 일부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연구지역의 제4기 단층들을 따라 일어난 운동의 양상은 지진자료로 

부터 구한 현재의 지구조 응력장인 동-서 방향의 압축응력 (Jun, 1991)과 일치한다. 

특히 양남지역에서 마이오세의 화산쇄설층에 발달한 정단층들이 제471 퇴적층이 쌓 

· 언후 역단층으로 재활성된 증거로 볼 때 마이오세 동해의 열림 (Chough and Barg, 

1987)과 관련된 인장 변형 (extensional defonnation)시 기반암에 정단층들이 발생하 

였고 이들 정단층들이 마이오세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는 동-서 방향의 압축 응력하 

에서 (Choi, 1996) 역단층으로 재활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지역의 제4기 단층대에 존재하는 단층암들은 말방단층을 제외하고는 비 

응집성 파쇄암내에 상대적으로 앓은 두께의 단층가우지가 존재하거나 단층가우지만 

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층가우지의 층은 변위가 집중된 지역이며 단층암의 미구조 

로 판단할 때 단층작용의 초기 단계에는 파쇄작용 (catac1asis)으로 암석의 파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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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크기의 감소 (grain-size reduction)가 수반되면서 비응집성 각력암이 형성되고 

변형이 계속되면 비응집성 파쇄암이 형성되며 계속해서 변위가 국부적으로 집중되 

면서 변위 집중 지역에는 단층가우지가 형성되고 단층대의 주 변형기구는 파쇄유동 

(cataclastic flow)으로 진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말방 단층에는 비응집성 각력암만 

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단층작용의 역사는 타 단층들에 비해 짧았거나 혹은 변위 

가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단층암에서 (특히 단층가우지) 점토광 

물이 많아지면 계속되는 단층 운동시 단층대를 따른 마찰력이 감소되고 열류량이 

낮아지며 간극수압 (pore pressure)이 높아져 비진진성 슬립 (aseismic slip) 이 선호 

되는 경향이 있다 (Logan and Rauenzahn, 1987). 따라서 연구지역의 제4기단층 중 

주로 점토광물로 구성된 단층가우지만으로 이루어진 읍천과 수렴 단층은 앞으로 이 

단층면만을 따라 재활성이 일어날 경우 비지진성 슬립일 가능성도 있다. 

연구지역의 단층암에 존재하는 점토광물들 (주로 스멕타이트)은 모두 단층 

면에 평행하게 배열하고 있어 점토광물의 형성 시기는 단층작용 이전이거나 호;드L --, '-

단층작용과 동시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연구지역의 제4기 단층들은 대부분 기존의 

단층들이 재활성되었기 때문에 점토광물들은 제4기 단층작용 이전 기반암의 단층 

작용시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점토광물의 방사능 동위원소 절대연령 

이 제4기 단층작용의 연대보다 오래되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 연령 해 

석시 주의를 요한다. 

Peacock and Sanderson (1996)의 방법을 이용하여 읍천단층과 수렴단층의 

길이 (재활성되어 제4기층을 변위 시킨 segment의 길이)를 추정한 결과 각각의 최 

소 길이가 250 - 800 m 이상과 80 m 이상이 된다. 즉 이 계산치는 읍천과 수렴의 

노두에서 관찰되는 제4기층을 변위 시킨 지점이 각 segment의 최대 변위 지점이라 

고 가정한 것으로 아직까지 이들 노두가 각 segment의 최대 변위 지점이라는 확실 

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실제 길이는 위의 최소 값보다 커질 가능성이 크다. 

양남면 지역의 단층 해석에 있어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이 지역에서 제4기층 

을 변위 시킨 주단층계열 (그룹 1)의 segment가 읍천과 수렴에서만 관찰된다고 해 

서 재활성된 segment7r 두 지점뿐이라고 단순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룹 1의 주계열의 단층 48개 중 제471층이 존재하지 않아 제4기층의 변위 여 

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 187H나 된다 (see Fig. 14a). 만일 이 단층들의 단층 

암 미구조 자료로부터 역이동감각으로 해석되는 단층들이 있다면 이들 또한 제4기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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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 퇴적된 이후 재활성된 segment일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양남 지역의 단층들의 재활성된 segment들의 정확한 길이와 각 

segment들의 상호 관계 및 각 segment 재활성시기의 동시성 여부， 재활성이 지진 

성 Cseismic)인가 혹은 비지진성 Caseismic) 인가， 재활성시의 슬립율 (slip rate)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 지역의 정밀 조사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양남 지역에 나 

타나는 제471 층의 절대연령 측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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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1) 연구지역의 주 단층 그룹은 기반암에 기존재하던 NNE 주향의 정단층들 

로 이 들은 서 로 합쳐 지 거 나 갈라지 는 하나의 큰 단층계 열 (fault system)로서 제471 

층이 퇴적된 이후 그중 일부 segment들이 역단층 (일부는 주향이동단층)으로 재활 

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2) 이러한 연구지역의 제4기 단층들을 따라 일어난 운동의 양상은 지진자 

료로부터 구한 현재의 지구조 응력장인 동-서 방향의 압축응력과 일치하며 마이오 

세 동해의 열림과 관련된 인장 변형 (extensional deformation)시 기반암에 정단층 

들이 발생하였고 이들 정단층들이 마이오세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는 동 서 방향의 

압축 응력하에서 역단층으로 재활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3) 연구지역 제4기 단층대에 작용한 변형기구는 단층작용의 초기 단계에는 

파쇄 작용 <Cataclasis)으로 암석 의 파쇄 와 입 자크기 의 감소 (grain-size reduction)가 

수반되면서 비응집성 각력암이 형성되고 변형이 계속되면 바응집성 파쇄암이 형성 

되며 계속해서 변위가 국부적으로 집중되면서 변위 집중 지역에는 단층가우지가 형 

성되고 단층대의 주 변형기구는 파쇄유동 (cataclastic flow)으로 진화한 것으로 해 

석된다. 

(4) 연구지역의 단층암에 존재하는 점토광물들 (주로 스멕타이트)은 모두 

단층면에 평행하게 배열하고 있어 점토광물의 형성 시기는 단층작용 이전이거나 혹 

은 단층작용과 동시염을 시사한다. 

(5) Peacock and Sanderson (1996)의 방법을 이용하여 읍천단층과 수렴단 

· 층의 길이 (재활성되어 제4기층을 변위 시킨 segment의 길이)를 추정한 결과 각각 

의 최소 길이가 250 - 800 m 이상과 80 m 이상이 된다. 

(6) 양남 지역의 단층들의 재활성된 segment들의 정확한 길이와 각 

segment들의 상호 관계 및 각 segment 재활성시기의 동시성 여부， 재활성이 지진 

성 (seismic)인가 혹은 비지진성 (aseismic) 언가， 재활성시의 슬립율 (slip rate)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 지역의 정밀 조사가 필수적이다. 

깎
 



참고문헌 

이기화， 1985, 양산단층의 활성문제에 관하여. 대한지질학회지 21 , 38-34. 

최위찬외， 1998, 양산단층을 고려한 설계기준지진의 재평가. 한국전력공사 용역 보 

고서， 한국자원연구소， 671p. 

Berthe, D., Choukroune, P. and ]egouzo, P. , 1979, Orthogneiss, mylonite and 

non-coaxial defonnation of granites: the example of the South Annorican 

shear zone. ]. Struct. Geol. 1, 31-42. 

C머ne， ]. S. , Evans, ]. P. and Forster, C. B. 1996. Fault zone architecture and 

penneability structure. Geology 24, 1025-1028. 

Chester, F. M. and Logan, ]. M. , 1987, Composite plan따 fabric of gouge from 

the Punchbowl Fault, Califomia. ]. Struct. Geol. 9, 621-634. 

Chester, F. M. , Friedman, M. and Logan, ]. M. , 1985, Foliated cataclasites. 

Tectonophysics 111 , 139-146. 

Choi, P. Y., 1996, Reconstitutions des Paleocontraintes en Tectonique Cassante: 

Methodes et Application aux Domaines Continentaux Defonnes (Coree, 

]ura). Unpublished Ph. D. thesis, Universite P. & M. Curie, Paris, 257p. 

Chough, S. K. and Barg, E. , 1987, Tectonic history of Ulleung basin margin, 

East Sea (Sea of ]apan). Geology 15, 45-48. 

Cowie, P. A. and Shipton, Z. K., 1998, Fault tip displacement gradients and 

process zone dimensions. ]. Struct. Geol. 20, 983-997. 

. Cowie, P. A., Vanneste, C. and Somette, D. , 1993, Statitical physics model for 

the spatio-temporal evolution of faults. ]. Geophys. Res. 98, 21809-21822. 

Crespi, ]. M., 1993, Inclined layer-silicate microstructures and their use as a 

sense-of-slip indicator for brittle fault zones. ]. Struct. Geol. 15, 233-238. 

Davis, G. H. and Reynolds, S. J.. 1996, Structural Geology of Rocks and 

Regions. Wiley, New York. 

Davison, 1. 1995. Fault slip evolution determined from crack-seal veins in 

pull-ap따ts and their implications for general slip model. ] oumal of 

- 48 -



Structural Geology 17, 1025-1034. 

Dawers, N. H. and Anders, M. H., 1995, Displacement-length scaling and fault 

linkage. J Struct. Geol. 17, 607-614. 

Hanmer, S. and Passchier, C., 1991, Shear-sense Indicators: A Review. 

Geological Survey of Canada Paper 90-17. 

Higgins, M. W., 1971, Cataclastic rocks. U. S. Geological Survey Professional 

Paper 687, 97p. 

Jun, M. S., 1991, Body-wave analysis for shallow intraplate earthquake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Yellow Sea. Tectonophysics 192, 345-357. 

Kim, S. K. and Hyun, B. K., 1978, Seismic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relation with plate tectonics. J Korea Inst. Mining Geol. 11, 69-80. 

Kyung, ]. B., Lee, K., Okada, A., Takemura, K., Watanabe, M., Suzuki, Y. and 

Naruse, T., 1997, Active fault study in the central part of the Yangsan 

fault, southeastern part of Korea. In: Tectonic Evolution of Eastem Asian 

Continent (edited by Lee, Y. 1. & Kim, ]. H.). Short Papers for the Intemational 

Symposium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50th Anniversary, p. 33-38. 

Lee, Y. - ]., 1991, Slickenside Petrography: Slip-sense Indicators and 

Classification. Unpublished MS thesi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100p. 

Logan, ]. M. and Rauenzahn, K. A., 1987, Frictional dependence of gouge 

mixtures of quartz and montmorillonite on velocity, composition and 

fabric. Tectonophysics 144, 87-108. 

Logan, ]. M., Friedman, M., Higgs, N., Dengo, C. and Shimamoto, T., 1979, 

Experimental studies of simulated gouge and their application to studies 

of natural fault zones. Proc. Conf. VIII, Aanalysis of Actual Fault Zones 

in Bedrock. U.S. Geol. Survey, Menlo Park, California, pp. 305-343. 

Passchier, C. W. and Trouw, R. A. ]., 1996, Microtectonics. Springer, Berlin. 

Patton, T. L. and Fletcher, R. A. 1995. Mathematical block-motion model for 

deformation of a layer above a buried fault of arbitrary dip and sense of 

slip. Journal of Structural Geology 17, 1455-1472. 

- 49 -



Peacock, D. C. P. and Sanderson, D. ]. 1991. Displacements, segment linkage and 

relay ramps in normal fault zones. ] oumal of Structural Geology 13, 

721-733. 

Peacock, D. C. P. and Sanderson, D. ]. 1996. Effects of propagation rate on 

displacement variations along faults. ] ournal of Structural Geolo.양 18, 

311-320. 

Pollard, D. D. and Segall, P. 1987. Theoretical displacements and stresses near 

fractures in rock: with applications to fault, joints, veins, dikes, and 

solution surfaces, 1n: Fracture M echanics of Rock (edited by Atkinson, 

B. KJ. Academic Press, London, 277-349. 

Rutter, E. H., Maddock, R. H., Hall, S. W. and White, S. H., 1986, Comparative 

microstructures of natural and experimentally produced clay-bearing fault 

gouge. Pure Appl. Geophys. 124, 2-29. 

Ryoo, C. R., 1997, Fault system in the southeastern Korea: 'Kyongju ’ horsetail 

structure as a new synthetic interpretation. In: Tectonic Evolution of 

Eastem Asian Continent (edited by Lee, Y. I. & Kim, ]. H.). Short Papers for 

the Intemational Symposium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50th 

Anniversary, p. 22-27. 

Sanford, A. R. 1959. Analytical and experimental study of simple geologic 

structures. Bull. geol. Soc. Am. 70, 19-52. 

Shin, S. C., 1992, Meso-Cenozoic Thermo-tectonic History of the Southeastern 

Korean Peninsula Evidenced from Fission Track Thermochronological 

Analyses. Unpublished D. Sc. thesis, Kyoto University, 305p. 

Sibson, R. H., 1975, Generation of pseudotachylite by ancient seismic faulting. 

Geophys. ]. R. Astr. Soc. 43, 775-794. 

Sibson, R. H., 1977, Fault rocks and fault mechanisms. ]. Geol. Soc. London 133, 

191-213. 

Ste따ns， D. W. , Couples, G. and Stearns, M. T. 1978. Deformation of nonlayered 

materials that affect structures in layered rocks. Thirteenth annual field 

conference-1978, Wyoming Geological Association Guidebook, pp. 

대
 ω 



159-166. 

Tsuneishi, Y. 1978. Geolog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on mechanism of block 

fau1ting. Bulletin of the EarthqL따ke Research Institute 53, 173-242. 

Turcotte, D. L. and Schubert, G. 1982. Geodynamics: Applications of Continuum 

Physics to Geological Problems. John Wiley & Sons, New York, pp. 

450. 

W려sh， J J and Watterson, J 1987. Distributions of cumulative displacement and 

seismic slip on a single normal fault. ] ournal of Structural Geolo양 9, 

1039-1046. 

Wiltschko, D. V. and Eastman, D. B. 1988. A photoelastic study of the effects of 

preexisting reverse faults in basement on the subsequent deformation of 

the cover. Mem geol. Soc. Am. 171, 111-118. 

되
 


	목 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서 언
	제2장 지질개요
	제3장 단층암의 시료제작과 해석 방법
	제1절 단층암의 시료제작
	제2절 단층암의 종류
	제3절 단층대의 운동감각 결정

	제3장 제4기 단층
	제1절 개 요
	제2절 상천리 단층
	제3절 이화 단층
	제4절 원원사 단층
	제5절 말방 단층

	제4장 읍천 단층과 수렴 단층
	제1절 경주 양남면 일대의 단층 분석
	제2절 읍천 단층
	제3절 수렴 단층
	제4절 수렴 단층과 읍천 단층의 길이 추정

	제5장 토 의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