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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절 특성 평가 방법 정립 및 주요 단층의 분절화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 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는 양산 및 울산 단충대에 인접하여 있어서 

이들의 안정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진은 원자력 발전소의 재해 

분석에 가장 불확실한 요소이며， 원자력 발전소의 지진재해도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최대 규모의 지진과 발생 빈도는 단층의 분절화에 의해 추정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충의 분철화에 대한 연구는 원자력 발전소의 재해 

분석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단층의 정밀한 분절 규명에 본 연 

구의 목적을 두었다. 

1968년 Allen이 역사 지진자료에 의거하여 San Andreas Fault를 세 개의 

구역으로 분절한 이후， 단층의 분절화가 단층의 지진활동을 정밀하게 규정하 

여 합리적인 지진 위험도의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국내에 

서는 이기화 · 진영근(1 991)에 의하여 단층의 분절화 또는 구역화가 처옴으로 

시도되어 양산단층의 분절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지만 아직도 국내 단 

층의 분절화에 관한 연구와 고지진학적 연구 동은 시작 단계에 있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의 지진재해도는 양산단층 및 울산단층의 분절화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률론적으로 평가되어 있으며 발전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분절화된 단층의 더욱 명확한 지진활동의 전제하에서 지진재해도 

는 평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단층의 분절특성 조사방법의 정립과 원자력 발전소 

부지 주변의 주요 단층에 대한 단층의 분절화 및 최대 잠재지진의 평가가 기 

대된다. 



ill.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l차년도에는 경주-울산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단충들에서 지전기탐사， 단 

충비지 미구조 연구， 트렌치에 의한 고지진 활동 연구， 그리고 탄성파 탐사가 

수행되었다. 

지전기탐사는 모화리 부근의 울산단충 지역에서 수행되었으며 슐럽버저， 

쌍극자-쌍극자 탐사를 통해 자료가 획득되었다. 이 일대의 단충조사가 수행되 

었고 단충 비지 박편의 미구조 관찰도 이루어졌다. 고지진 활동 연구는 항공 

사진의 판독에 의해 제4기 단충 변위지형이 관찰되는 경주시 천북면 갈곡리 

지역에서 트렌치 조사를 통해 수행되었다. 탄성파 탐사는 워커왜이 조사와 

반사법 탐사를 수행하였는데， 워커웨이 탄성파 탐사는 경주와 울산 사이의 

울산단충 지역에서 예상 단층의 주향과 수평 · 수직하게 두 측선이 수행되었 

고， 반사법 탐사 자료는 천곡리와 매곡리 일대에서 주향과 직각 방향으로 두 

측선이 획득되었다 

N. 연구개발결과 

울산 단층의 상세한 l 차원， 2차원 지전기탐사는 모화리 부근에서 남쪽 · 

북쪽을 향할수록 단충파쇄대의 규모가 커지는 현상을 명확히 규명하였다. 이 

것은 울산단층이 모화리 부끈을 경계로 분절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 4기 단층은 울산단층의 동쪽 지괴에 분포하고 이들의 대부분은 상반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상승한 역단층이다. 제 4기 단층의 파쇄대 시료로부터 

제작한 박편의 현미경하 미구조는 대부분의 반상쇄펀들의 미분화 과정을 잘 

설 명 해 주는 미 단열작용(microfracturing)의 입 자내(intragranular) 및 입 자횡 단 

(transgranular) 단열을 현저히 보여준다. 세립질 비지대의 박편에서는 기질에 

서 판상광물의 선택 정렬로 인한 점토 엽리를 잘 관찰할 수 있다. 동일 박펀 

내에서 이와같은 점토엽리의 상호 절단관계， 단충대에 수반하여 관입한 K장 

석 맥의 단충화， 야외 제 4기 단층 노두에서 관찰되는 렌즈상의 옛 단충비지 

의 잔존현상 둥은 대부분 기존 단충들이 제 4기에 재 활동한 산물임을 가리 

킨다. 

갈곡리 천북단층에 대한 트렌치 조사결과는 제 4기 후기에 단충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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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저각역단층의 폰재와 반복적 단충 운동에 의한 지표지형면의 누적 변위 

를 확인하였다. C l4 연대측정 결과 최신단충운동은 14,000 - 21 ,000 yrBP에 발 

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단충운동의 단위 변위 량은 약 l.l - 1.9m로 해석된다. 

워커웨이 방법에 의해 측정된 P파 속도 이방성은 평균 0.056으로 미약한 

이방성을 보인다. 속도 이방성 측정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도경계선 부근 

을 경계로 분절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사법 단면은 기반암 상부면 

이 많은 단층에 의해 단절된 모습을 보여준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단충대의 분절화에 의한 합리적인 설계지진의 설정을 통하여 발전소 부 

지에 적합한 설계지진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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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 Title 

Methods of Eva1uating Segmentation Characteristics and Segmentation of 

Major Fau!ts 

II. Objective and Necessity of the Study 

Since nuc1ear power p1ants in Korea are 10cated in the vicinity of the 

Yangsan and U1san fault system, the seismic hazards of these power p1ants have 

become the nationa1 issue of great concem. Earthquake is the most uncertain 

factor in the risk eva1uation of nuc1ear pow..:r p1ants, and the maximum 

earthquake and its occurrence rate which can be estimated reasonab1y by 

segmentation of active faults are very important in seismic hazard eva1uation of 

nuc1ear power p1ants 

Therefore, study on the segmentation of active fa비ts is imperative in the 

seismic hazard eva1uation of nuc1ear power p1ants and this study aims to a 

detailed study on the segmentation of the Yangsan and U1san fa비ts. 

Since the San Andreas fau1t was divided into three segments in 1968, it is 

generally regarded that segmentation of active fau1t characterizes its seismicity in 

detai! and enab1es reasonab1e estimation of seismic hazards. Since Lee and Jin 

(1 991) attempted segmentation of the Yangsan fau1t in Korea; geo10gica1, 

pa1eoseismo1gica1 and geophysical studies on the segmentation of the active faults 

are burgeoning at present. So far, seismic hazard of nuc1ear power p1ants has 

been evaluated statistically with disregard of the segmentation of the Yangsan and 

Ulsan faults and it is necessary to reevaluate the seismic hazard of these plants 

on the basis of the segmentation of active faults. 

l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establishes the methods of segment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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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fa비ts in Korea and enables to estimate the maximum earthquake for the 

nuclear power plants in the vicinity of active fa비ts through reasonable 

segmentation of the faults. 

m. Scope and Contents of the Study 

Electrical, trench, and seismic surveys as well as observation of the thin 

sections of Quartemary fau \ts were made for the faults in the Kyoungju -Ulsan 

area in the first year. 

Electrical surveys were conducted using Schlumberger and dipole-dipole 

aπays in the vicinity of Mohwa-ri on the Ulsan fault. Geological study of the 

fa비ts in the area was made including observation of microstructure of the fault 

gouge and cataclastic zones. Paleoseismological study was carried out by trench 

survey in Kalgok-ri in the northem part of the Ulsan fau \t where Quatemary 

displacement was identified. Seismic survey includes refraction study by the 

walkaway method and reflection profiling. The refraction surveys were carried out 

along two lines perpendicular and paral\el to the inferred fault between Kyoungju 

and Ulsan and reflection profilings were obtained along two lines perpendicular to 

the inferred fau \t in Cheonguk-ri and Maegok-ri. 

N. Result of the Study 

Detai\ed one-dimensional and two-dimensional electrical survey of the Ulsan 

fault clearly revealed that the fau \t fracture zone enlarges systematical\y northward 

and southward from the vicinity of Mohwa-ri. This phenomenon strongly indicates 

the possibility that the Ulsan fault is segmented in the vicinity of Mohwa-ri. 

Many Quatemary faults are recognized in the eastem part of the Ulsan fault 

and most of them are reverse fault on which the hanging wall have moved up to 

the west relative to the footwall blocks. Microstructures of the thin sections of 

the Quatemary faults in the cataclastic zones show porphyroclasts with marked 

intragranular and transgranular fractures representing microfracturing process d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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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ulting. In the fine-grained gouge zones, the matrix develops clay foliation that 

is a preferred alignment of platy mineral produced by hydrothermal alteration. 

The cross-cutting relationship observed between clay foliations in the same 

directions, fau \ting of K feldspar veins associated with fault zones, and relics of 

lens-shaped old fault gouges at the outcrop indicates that the Quaternary fau \ts 

are reactivated products from the preexisting fa비ts. 

Trench survey of the Chonbuk fault Galgok-ri clearly revealed cumulative 

vertical displacement during the late Quaternary on the fau \t scarp, indicating 

repeated fau \tings. Age dating of charcoal indicates the latest events occurred 

from 14000 to 25000 yrs. BP. The amount of displacement per event is 

estimated to be about 1.1-1.9m. 

P-wave anisotropy measured by the walkaway method along the Ulsan fau \t 

is averaged to be 0.056, indicating weak anisotropy. Anisotropy measurements 

suggest that the fault segment boundaη lies in the vicinity of the boundary 

between Kyeongsangnam-do and Kyeongsangbuk-do. Seismic retlection profilings 

showed the basement surface is cut by numerous reverse faults. 

V. App1ications of the Results 

Reasonable segmentation of active faults will lead to reasonable estimation of 

design earthquake for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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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비저항 탐사 



1 . 서 언 
울산단충은 경상 분지 (Kyeongsang Basin)에 위치하는 단충이며 울산광 

역시 부근에서 경주 북쪽으로 발달해 있다. 이 단층은 NNE 방향으로 발달 

한 양산단충계 (Yangsan Fault System)의 다른 단충과 달리 NNW의 주향을 

갖는다 (Lee . Um, 1992). 양산단충 지역에 대한 많온 지구물리학적 연구 

(Kim, 1982; Lee. Na, 1983; 김 인수 · 김종렬， 1983; Lee et al. , 1984, 1985, 1986; 

Kim . Lee, 1987, 1988; 김 영 화 외 , 1990; Lee . Jin, 1991; Kim et 띠. 1997; Lee. 

Lee, 1997; 김 기 영 · 이 광자， 1998; 경 재 복 외 , 1999a, 1999b; Lee. Han, 1999; 이 

기화 • 한원석， 1999)가 수행된 것에 반하여 울산단충에 대한 연구는 Lee. Um 

(1992)이 울산단충의 중앙부에서 1차원 전기비저항 탐사률 수행하여 이 지역 

의 비저항 구조를 대략적으로 밝혀낸 것 외에는 상대척으로 빈약한 편이다. 

한편， Allen (1968)이 San Andreas 단충대 (fault zone)가 세 개의 불절 

(segment)로 나될 가능성을 제시한 이후로I 큰 단충들은 다른 지진위험도 

(seismici ty)를 갖는 몇 개의 분절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어지고 있다. 단충이 

몇 개의 분절로 나쉴 때 그 경계부에서는 파쇄대가 다른 지역에 비해 규모가 

크게 감소하여 지진학척 경계 (seismic barrier)가 되며 (Aki, 1984), 단충들온 

분절별로 해화하여 운동함으로써 성장을 거듭한다. 그러므로 단충 분절화 

는 단충 거동을 이해하고 지진 재해를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Lee . Jin (1991)은 역 사 지 진 자료를 이 용하여 양산단충을 세 개 의 분절 

로 나누었다. 일반적으로 파쇄대에서는 여러 이유로 인해 낮온 전기비저항 

값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l 지진학적 경계인 분절의 경계부에서는 파쇄대 

의 규모나 파쇄 정도가 감소할 것이 기대된다. 이점에 착안하여 Lee. Lee 

(1997)는 전기비저항 탐사를 Lee . Jin (1991)에 의해 규정된 두 지역의 경계부 

에서 수행하여 양산단층의 분절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Lee. Um (1992)온 

울산단층에서의 1차원 전기비저항 탐사를 통해 울산단충이 모화리률 경계로 

두 개의 분절로 나닐 가능성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단충 분철의 

경계로 규정된 모화리 부근에서 1차원 슐럽버저 수직 탐사롤 이용하여 대략 

적인 비저항 구조를 밝힌 후에， 2차원 쌍극자-쌍극자 탐사를 통해 울산단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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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절에 의한 지역에 따른 비저항 구조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울산단충 분 

철화의 특성올 파악하고자 하였다. 

q ‘ 



2. 지질 개요 
탐사 지역은 경상북도 경주시와 울산광역시 사이에 위치하며 울산단충의 

중부 지역에 속한다. 이 지역의 지질은 크게 하양층군의 울산충과 불국사화 

강암류의 관입암으로 이루어져 있고I 471 충적층이 울산단충대률 따라 볼포 

한다 (박양대 · 융형 대 I 1968). 

올산층의 퇴적암은 대부분 셰일이나 사암이며 l 혹운모 화강암이나 각섬 

석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불국사화강암류에 의해 관입당하여 있다. 전 

기비저항 탐사가 수행된 충적충온 주로 역 I 사， 점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천 

올 따라 발달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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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비저항 탐사 
Lee . Um (1992)은 슐럽버저 배열의 수직 탐사와 베너 배열의 수명 탐 

사를 통해 얻어진 1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자료를 분석하여 울산단층이 모화 

리 부근에서 두 개의 분절로 나닐 가능성올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에 의해 제안된 경계부에서 세밀하고 정밀한 전기비저항 탐사를 수행하 

여/ 올산단층의 분절 특성과 분절 경계를 지전기학적인 측면에서 관찰 • 확인 

하는 것에 목적올 두었다. 이률 위하여 모화리률 포함하는 경주시 구어리와 

울산광역시 신천리 사이의 약 7 km 사이 지역 (그림 1-1)의 충적층에서 일련 

의 전기비저항 탑사률 수행하였다. 

단충대와 같이 일반척으로 복잡한 구조를 갖는 지역에서는 슐럽버저 수 

직탐사와 같은 1차원 탐사만으로는 정확한 비저항 구조 파악에 어려움이 따 

르므로 2차원 구조롤 규명할 수 있는 쌓극자-쌍극자 탐사 또한 수행되었다. 

슐럽버저 배열의 수직 탐사법온 전위 전극의 간격에 비해 전류 전극의 

간격을 넓게 배열함으로써 l 수직적인 비저항 구조를 계산해 내는데 있어서 

다른 전극 배열법에 비해 분해능이 높기 때문에 사용되었다. 일반척으로 지 

하의 비저항값은 심도에 따라 지수합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가정에 부합되며l 

자료의 해석시에도 편리하도록 전류전극 간격을 logarithm scale에 따라 증가 

시켰다. 전위 전극간의 간격온 이론적으로는 작게 유지할수록 좋온 결파가 

기대되지만 (Koefoed, 1979), 실제로는 전류 전극의 간격이 넓어짐에 따라 천 

위 전극에서 측정되는 전위차가 매우 작아져서 측정된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 

지므로 전위 전극 간격을 넓히면서 탐사가 수행되었다. 

전류 전극과 전위 전극을 비대칭적으로 배열하여 자료를 획득하는 쌓극 

자-쌓극자 배열의 탐사법온 다른 배열법에 의한 2차원 탐사보다 훨씬 척온 

작업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용되었다. 1차원 탐사에 비해 현저하게 

늘어나는 2차원 탐사의 작업 시간올 줄이기 위해서는 다중 전극 장치 

(multi-electrode system)률 사용하는 것 이 효과척 이 다. 이 방법 은 탐사가 수 

행될 지역에 미리 필요한 전극들을 껄치해 놓온 후에 system이 자동척으로 

전극들을 조합하며 측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동으로 수행되는 탐사보다 

현저히 빠르게 수행될 수 있다. 그렇지만 불량한 접지 등의 이유로 측정값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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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값율 채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탐사보다 정밀도가 떨어지는 단점 또한 갖고 있다. 썽극자-쌍극 

자 탐사에서는 접지 상태가 불량한 한 개의 전극에서 얻어지는 잡옵 섞인 자 

료가 가상단면도 (pseudosection)의 여 러 측점 에 영 향을 미 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신뢰도롤 위하여 탐사를 수동으로 수행하였다. 

슐럽버저 수직 탐사 8점과 쌍극자-쌓극자 탐사 5 측선이 수행되었는데 

(그림 1-1), 수직 탐사룰 수행하여 대략척인 구조를 먼저 파악한 후에 그 결과 

률 바탕으로 하여 쌍극자-쌓극자 탐사의 위치를 결정하는 순으로 전기비저항 

탐사가 진행되었다. 수직탐사에서의 전류 전극 사이의 최대 거리는 430 m, 

쌓극자-짱극자 탐사에서 쌍극자의 전극 간격은 25 m로 하였다. 쌓극자-썽극 

자 탐사는 모두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전극전개수는 모든 측선 

에서 8로 하였다. 수직 탐사에서의 최대 전류 간격파 쌓극자-썽극자 탐사의 

측선 길이는 표 1-1과 같다. 

표 1-1. 각 탐사별 측점 · 측선 길 이 

구분 측점·측선 길이 

수직 탐사 V1-V7 430 m 

최대 전류 간격 V8 300 m 

DP1 300 m 

쌍극자-짱극자 탐사 
DP2 475 m 

DP3 350 m 
측선 길이 

DP4 450 m 

DP5 250 m 

울산 단충과 같온 큰 단충의 비저항 구조는 단충션을 무한한 촉으로 갖 

는 2차원적인 형태로 단순화 될 수 있고l 이러한 경우에는 슐럼버져 수직탐 

사 측선의 방향이 단충과 평행할 때 실제의 구조를 더 잘 반영하므로 (Lee. 

Han, 1999) 모든 수직탐사의 측선 방향을 단충과 명행하도록 하였다. 그렇 

지만 쌍극자-쌍극자 탐사에서는 단충과 수직한 방향의 측선이 2차원외 가정 

에 잘 부합하므로 단충과 수직한 방향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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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탐사 자료 해석 
수직 탐사의 경우 계산된 겉보기 비저항강은 측점외 지하 비저항구조가 

1차원， 즉 수명 다충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정아래 여러 방법으로 해석되 

어진다. 현재 많이 사용되는 해석방법은 컴퓨터률 이용한 역산방법 

(inversion method)과 대 화식 해 석 방법 (interactive interpretation method)이 

다. 

컴퓨터률 이용한 역산방법온 비단 전기비저항 탐사의 해석에만 사용되는 

해석방법온 아니며 다른 분야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는 수학척인 방법이다. 

이러한 역산에 의한 해석방법온 자동화된 알고리듬(algorithm)에 따라 관측값 

파 이를값의 오차률 최소화시키는 비저항모텔올 결정하게 된다 (Pelton et 

al., 1978; Zohdy, 1989). 역산온 수학척으로 관측값과 이론값의 오차롤 최소 

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최소의 오차롤 가지는 비 

저항모델을 결정할 수 있으나I 지질학적으로 의미없는 비저항 모델을 결정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반면에 자동화된 알고리듬에 의해 계산되어지므로 해석시 

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화식 해석방법온 해석자가 기존의 지질자료나 시추자료로부터 얻은 지 

질학적인 정보를 해석과정에 집어넣음으로써 보다 지질학적으로 타당한 비저 

항 모텔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I 대화식 해석방법온 비저 

항 모델올 해석자가 직접 결정하고l 또한 여러 번의 비저항 모텔에 대한 수 

정이 필요하므로 자동화된 역산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며 해석자의 주관이 

해석과정에 지나치게 반영될 수 있다는 단점이 었다. 

본 연구에서는 역산방법 (Zohdy, 1989)과 대화식 해석방법 (Kim . Lee, 

1993)모두를 사용하여 슐럽버저 수직 탐사 자료를 해석하였다. 모든 수직 탐 

사 자료는 두 방법에 의해 비슷한 구조로 해석되었으며 두 방법에 의해 해석 

된 결과 모두 보고서에 제시되었다. 이들 중 Kim . Lee (1993)의 방법은 일 

반적 인 전진 계산법 (forward modeling)과 동일한 요소가 많으므로 별도외 

언급온 피하기로 하고 Zohdy (1989)의 방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Zohdy (1989)의 방법은 수학적인 관점에서는 역산법이라고 할 수 없는 

요소를 갖고 있지만I 겉보기비저항 곡선으로부터 지하의 비저항구조률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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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역산이라고 하기로 한다. Zohdy의 방 

법에 의하면 해석된 충의 개수는 측점의 개수와 동일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렇게 계산된 충들이 모두 충상 구조로 해석되지는 않고l 인접해 있는 비슷 

한 비저항의 충들이 한 개의 충으로 간주되어 몇 개의 충상구조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 약 100 m 이상까지 나타나는 저비저 

항대를 파쇄대로 보았고l 이렇듯 십부까지 나타나는 파쇄대의 지역에 따른 

깊이 변화는 단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쌍극자-쌍극자 탐사와 같은 2차원 탐사 자료를 대화식 방법율 이용하여 

해석할 경우， model parameter의 수정이 가상단면도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 

지 직관으로 짐작하기가 1차원 탐사만큼 쉽지 않고 model parameter훌 수정 

하는데 많은 시간올 필요로하므로 일반적으로 역산법이 많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Loke (1995)에 의해 개발된 RES2DINV 소프트혜어률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이 방법은 지질학적으로 좀 더 타당한 모델을 얻기 위하여 지 

하 매질의 비저항이 급격히 변화하지 않도록 2차원 겉보기비저항 자료에 명 

활화 제 한 최 소자송 방법 (smoothness-constrained least-squares method, 
deGroot-Hedlin . Constable, 1990; Sasaki, 1992)올 가하여 역 산을 수행 한다. 

수직 탐사 자료 해석 

신천리 부근에서 수직탐사 V1, V2가 수행되었다 (그림 1-1). 측정온 N2 

2 0 W의 방향을 따라 이루어졌으며 두 측점 사이의 직선 거리는 약 450 m이 

다. 이들의 해석 결과는 그림 1-2에 도시되어 있는데 l 모든 충이 100ohm-m 

이하의 낮은 버저항값올 가지며 풍화되지 않은 신선한 기반암의 영향온 판찰 

되지 않는다 Ward (199이에 따르면/ 충적충과 풍화된 화강암온 약 1에셔 

100 ohm-m의 전기버저항값올 갖고 신선한 화강암의 전기비저항값은 약 300 

에서 30,000 ohm-m 정도이다. 이 지역이 대부분 혹운모 화강암과 충척충으 

로 이루어져 있고 V1, V2에서 얻어진 충들이 약 100 ohm-m 이하의 저비저 

항 충이며 최대 탐사 심도인 심부 약 200 m까지 신선한 기반암의 명향이 관 

찰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신천리 부근 지역에서는 단충 작용에 의한 파 

쇄대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직 탐사 V3, V4는 천곡리 부근에서 N240

W의 방향으로 획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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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두 측점 사이의 직선 거리는 약 650 m 이고， V3와 신천리 부근 

에서 수행된 V2의 거리는 약 1.4 km이다. 이들의 해석 결과는 그림 1-3에 

도시되어 있다. 그림 1-3에 의하면 V3, V4의 해석 모텔온 QH-type으로 표현 

되어 V1, V2와 비슷한 형태률 갖지만， V1 , V2의 해석 결과와 비교할 때 비슷 

한 비저항값을 갖는 대략척인 3충을 제외하고는 높온 비저항값율 갖고 륙히 

심부의 고비저항 기반암에 의해 겉보기버저항 값이 증가하는 형태가 판찰된 

다. 이는 천곡리 부근의 파쇄대가 신천리 부근의 그것보다 낮온 심도까지 

발달하고 있옴올 뜻하므로I 단충 작용에 의한 파쇄대의 규모가 신천리에서 

천곡리를 향할수록 작아진다고 할 수 있다. 

Lee . Um (1992)에 의해 울산단충 분절의 경계부로 규정된 모화리에서 

수직탐사 V5, V6이 N6W의 방향으로 수행되었다 (그림 1-1). V5와 V6, V5 

와 V4의 직선 거리는 각각 약 450 m, 2.3 km이다. 수칙 탐사 V5, V6의 해 

석 결과를 천곡리 부근에서 획득된 자료들 (V3, V4)의 해석 결과와 비교하면， 

전체적인 경향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관찰되며， 모든 충의 비저항 

값이 풍화된 화강암의 최대 비저항값인 100 ohm-m률 넘는다 (그림 1-4). 그 

러므로 신천리와 천곡리에서 잘 발달되어 있는 단충 파쇄대가 모화리에 이르 

러서는 그 발달 상태가 미약해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이것온 Lee. Um 

(1992)의 연구 결과률 잘 뒷받침해준다. 

수직 탐사 V7은 V6에서 북동쪽으로 약 880 m 정도 떨어진 비교적 가까 

운 곳에 위치하며 N10.W의 방향으로 측정이 이루어졌다 (그림 1-1). 비저항 

값이 크게 변하지 않는 V7의 해석 모텔은 V5, V6의 해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두 100 ohm-m 이상의 버저항값을 갖는다 (그림 1-5a, 5b). 그러므로 수직 

탐사 V5-7의 해석 결과는 단충파쇄대의 수직척 규모와 파쇄 정도가 다른 지 

역에 비해 작옴을 나타내며 울산단충 분철의 경계가 모화리에 위치할 것임율 

시사한다. 

수직 탐사 V8은 V7과 직선 거리 약 1.2 km 멀어진 구어리에서 N26.W 

의 방향으로 수행되었고 (그림 1-1), 모화리에서 얻어진 V5-7과 다른 경향율 

갖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즉， 심부에 약 100 ohm-m의 비저항값을 갖는 저 

비저항층이 위치하고 풍화되지 않은 기반암에 의한 비저항 증가 현상이 관찰 

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그림 1-5c, 5d) 모화리에서 발달이 미약했던 단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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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수직탐사 V3 , V4의 해석결과도: (a) 측점 V3의 Zohdy 역산 

결과， (b) 측점 V3의 대화식 해석결과， (c) 측점 V4의 Zohdy 역산결 

과， (d) 측점 V4의 대화식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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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수직탐사 V5 , V6의 해석결과도: (a) 측점 V5의 Zohdy 역산 

결과， (b) 측점 V5의 대화식 해석결과， (c) 측점 V6의 Zohdy 역산결 

과， (d) 측점 V6의 대화식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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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수직탐사 V7, V8의 해석결과도: (a) 측점 V7의 Zohdy 역산 

결과， (b) 측점 V7의 대화식 해석결과， (c) 측점 V8의 Zohdy 역산결 

과， (d) 측점 V8의 대화식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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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대가 구어리에서는 다시 잘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어리 

북쪽 지역은 Lee . Um (1992)에 의해 심부 100 m 이상까지 잘 발달해 있는 

단충파쇄대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상의 수직 탐사 해석 결과를 통해 모화리에서 발달이 미약했던 단충파 

쇄대가 남쪽 (천곡리 l 신천리쪽)과 북쪽 (구어리쪽)을 향할수록 그 규모가 커 

지는 것이 확인되었고I 이는 울산단충이 모화리에서 분철될 수 있옴을 시사 

한다. 

쌍극자-쌍극자 탐사 자료 해 석 

울산단층의 분절 경계부 근처에서 1차원 슐럽버저 수직 탐사롤 이용하여 

대략적인 구조를 파악한 후에 2차원 쌍극자-쌍극자 탐사를 통해 상세한 버저 

항 구조를 파악하였다. 슐럽버저 수직 탐사 해석 결과는 울산단충의 분절이 

모화리에서 나닐 가능성을 제시하므로 편의상 모화리 남쪽 지역을 남부 붐 

절/ 북쪽 지역올 북부 분절이라 명하기로 한다. 짱극자-쌓극자 탐사는 모두 

5측선이 수행되었고， 위의 구분에 따르면 DP1 , DP2는 납부 분절에서， DP3, 

DP4는 경계부에서， 그리고 DP5는 북부 분절에서 수행된 것에 해당된다. 모 

든 측선의 위치는 그림 1-1에 도시되어 있으며/ 먼저 각 분절에서 획득된 측 

선 (DP1 , DP2, DP5)을/ 그리고 경계부 (DP3, DP4)에서 얻어진 측선을 분석 

하는 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DP1은 수직 탐사 V1 , V2가 수행된 신천리 부근에서 N70
0

E의 방향으로 

수행되었다 (그림 1-1). DP1에서는 대략 수명거리 100 m , 심도 10-30 m에서 

40 ohm-m의 낮은 버저항체가 관찰되는데/ 이 비저항체는 형태로 판단하건대 

심부로 연장되는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6). 한편I 심부 약 70 m 

갚이 까지 최고 비저항 130 ohm-m 근처의 저비저항대가 나타나고I 이 비저 

항대의 폭이 최소 약 100 m에 이르는 것으로 미루어 파쇄대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DP5는 수직 탐사 V8에서 직선거리 약 375 m 떨어진 구어리 부근에서 

N750 E의 방향을 따라 획득되었다. DP5의 해석 결과에서는 서쪽의 저심부에 

고비저항체가 관찰되는데 (그림 1-7), 이 고비저항체는 심도나 형태로 보아 단 

충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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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쌍극자-쌍극자 탐사 DPl 의 해석 결과도. (a) 획득된 가상비저항 단 

면도， (b) 모델로부터 얻어진 가상비저항단면도， (c) 해석된 지하비저항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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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7. 쌍극자-쌍극자 탐사 DP5의 해석 결과도. (a) 획득된 가상비저항 단 

면도， (b) 모델로부터 얻어진 가상비저항단면도， (c) 해석된 지하비저항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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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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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쌍극자-쌍극자 탐사 DP5의 해석 결과도. (a) 획득된 가상비저항 단 

면도， (b) 모델로부터 얻어진 가상비저항단면도， (c) 해석된 지하비저항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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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P5의 해석 결과에 의하면 서쪽 심도 약 40 m, 동쪽 심도 약 10 m 정 

도에서부터 대략 150-200 ohm-m의 저비저항대가 관찰되는데 그 규모로 미루 

어 단충파쇄대가 광범위하게 잘 발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언급 

된 바와 같이 DP1 , DP5는 슐럽버저 수직 탐사에 의해 비교적 파쇄대가 잘 

발달되어 있으리라 기대되는 지역에서 수행되었는데/ 그 결과 역시 수평 • 수 

직 규모 변에서 잘 발달된 파쇄대의 혼재를 보여준다. 

V3, V4가 수행된 천곡리 부근에서 DP2가 수행되었다 DP2의 위치는 

DP1에서 경계부 (모화리)쪽으로 약 1.5 km 떨어진 곳이며 측정온 N70’ E의 

방향을 따라 이루어졌다. DP2의 해석도에서는 수평거리 약 200-250 m 정도 

에서 저비저항체가 심부로 연장되는 단충의 특징적인 형태가 판찰되므로 (그 

림 1-8) 울산단충이 이 지역올 통과할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DP2와 DP1은 경계부에서 서로 다른 거리에 위치하므로 이들의 해 

석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분절에 따른 비저항 구조 규명에 효과적으로 이용 

될 수 있다. 즉， DP2에서 관찰되는 저비저항대는 약 150-230 ohm-m의 값을 

갖는데， 이는 DP1의 심부 약 50-60 m 정도에서 나타나는 비저항값 (약 

100-130 ohm-m)보다 높은 값이다. 그리고 DP2의 저비저항대 부근에는 약 

350-700 ohm-m의 고비저항체가 존재하는 것에 반하여 DP1에서는 심부에 고 

버저항체가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상의 DP1, DP2의 결과률 비교 · 

분석하면， DP1 파쇄대의 파쇄 정도가 DP2 파쇄대의 그것보다 크고， DP1에서 

는 파쇄대가 수명적으로 넓게 발달하여 특정한 지점에서 저비저항체가 심부 

로 연장되는 단충의 형태가 관찰되지 않지만 경계부에 가까이 위치한 DP2에 

이르러서는 그 폭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되며/ 이것온 또한 수직 탐사 자료 

해석에 의해 얻어진 비저항 구조 변화 양상올 명확하게 셜명해준다. 

DP3과 DP4는 V5, V6이 수행된 모화리에서 N82'E의 방향으로 획득되었 

다 (그림 1-1). DP3, DP4를 한 측선으로 연장하려 하였으나 지형척인 장애물 

로 인해 부득이 두 개의 측선으로 나누어 탐사를 수행하였다. DP4의 서쪽 

시작점은 DP3의 동쪽 종료점보다 동쪽으로 50 m , 남쪽으로 50 m 떨어진 지 

점에 위치한다. DP3파 DP4에서는 각각 수평 거리 180, 160 m 부근에서 단 

층이 관찰되는데， DP3에서 관찰되는 단충의 비저항값은 약 140-300 ohm-m 

로서 DP4에서의 약 230-300 ohm-m에 비해 약간 낮으며， 그 폭은 모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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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쌍극자-쌍극자 탐사 DP2의 해석 결과도. (a) 획득된 가상비저항 단 

면도， (b) 모델로부터 얻어진 가상비저항단변도， (c) 해석된 지하비저항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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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m이다 (그림 1-9, 그림 1-1이. 이 두 단충의 천곡리 (DP2)로의 연속성온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규명하기 어렵다. DP3, DP4의 해석 결과에 나타난 

두드러진 양상은 저비저항대가 오직 단충과 인접한 곳에서만 나타난다는 점 

이다. 즉， DP3, DP4에 나타난 단충의 폭은 DP2의 그것파 비슷하지만， DP2 

에서는 단충 주위에 파쇄대로 보이는 넓은 저비저항대가 나타나는 것에 비해 

DP3, DP4에서는 단충 주위에 약 500 ohm-m 이상의 고비저항대가 분포하는 

것이 관찰된다. 

본 절의 앞에서 슐럽버저 수직 탐사 결과를 이용하여 모화리 부근을 울 

산단충의 남부 분절 (신천리/ 천콕리)， 경계부 (모화리)， 그리고 북부 분절 (구 

어리)로 구분하였는데l 이는 쌓극자-쌍극자 탐사에 의하여 그 타당성이 입증 

되었고 이상의 쌍극자-쌍극자 탐사 자료 해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옴과 같다. 

DP1 (신천리)파 DP5 (구어리)의 해석 결과는 올산단층의 납부 분절과 북부 

분절에 낮은 비저항값을 갖는 파쇄대가 큰 규모로 발달되어 있옴을 지시한 

다. DP1과 DP5에서 관찰되는 큰 규모의 파혜대는 분절 경계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DP2 (천곡리)에서는 두께와 심부까지 연장되는 폭이 감소하며 I 납 

부 · 북부 분절에서 나타나지 않는 고비저항체가 단층의 주위에 분포한다. 

신천리 (DP1)에서 천곡리 (DP2)를 향하면서 나타나는 2차원 비저항 구조의 

변화 양상은 천곡리에서 모화리 (DP3, DP4)를 향하면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 

타난다. 즉， DP3, DP4에 나타난 단층의 폭은 DP2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파 

쇄대의 폭은 확연히 줄어들며 l 단충의 위치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비교적 천 

부인 약 20-30 m에서부터 고비저항체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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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쌍극자-쌍극자 탐사 DP3의 해석 결과도. (a) 획득된 가상버저항 단 

면도， (b) 모델로부터 얻어진 가상비저항단면도， (c) 해석된 지하비저항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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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쌍극자-쌍극자 탐사 DP4의 해석 결과도. (a) 획득된 가상비저항 단 

면도， (b) 모델로부터 얻어진 가상비저항단면도， (c) 해석된 지하비저항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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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언 

울산단층의 분절 형태를 정밀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일련의 지전기 탐사 

를 수행하였고l 이를 통해 다음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Lee . Um (1992)에 의해 울산단충 분절의 경계로 규명된 모화리 부근 지역 

에서 총 8점의 슐럽버저 수직 탐사를 이용하여 지역에 따른 단충 파쇄대의 

수직 비저항 구조의 변화 양상올 연구하였다. 신천리 부근 지역에서는 잘 

발달한 파쇄대가 인지되며/ 모화리에 가까운 천곡리 부근에서는 파쇄대의 규 

모가 약간 작아진다. 신천리와 천곡리에서 비교적 잘 발달해 있는 파쇄대는 

모화리에서는 그 발달 상태가 미약해지며/ 구어리에서는 다시 잘 발달된 형 

태가 관찰된다. 즉I 모화리에서 발달이·미약했던 파쇄대의 규모가 남쪽과 북 

쪽을 향할수록 커지므로 모화리에서 울산단층이 분절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쌍극자-쌍극자 탐사 5측선 역시 울산단층이 모화리에서 분절됨을 확인시켜 

주었다. 납부 분절 (신천리)파 북부 분절 (구어리)에서는 수평 · 수직적인 규 

모 변에서 잘 발달된 파쇄대의 폰재가 확인되었다. 납부 분절에 속하지만 

경계부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천곡리에서는 파쇄대의 파쇄 정도가 신천리보 

다 작아지며 그 폭 또한 줄어든다. 이것으로 미루어 경계부를 향하면서 비 

저항 구조가 점진적으로 (단층의 길이를 생각하면 급진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변해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계부인 모화리에서는 파쇄대의 폭이 

확연히 줄어들고 파쇄대 주위에 고비저항체가 관찰된다. 그러므로 각 분절 

에서 경계부를 향할수록 파쇄대의 규모가 작아지고 단충 주위에 파쇄 정도가 

미약한 고비저항체가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3. 세밀하고 정밀하게 계획된 전기비저항탐사는 단층의 버저항 구조 규명뽕 

만 아니라 분절의 특성과 위치 둥에 대한 정보률 제공하는 유용한 물리탐사 

방법이며/ 본 연구에 의해 그 효용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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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저14기 단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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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언 

최근 수년 동안에 일본인을 포함하여 국내 학자들에 의한 한반도의 제4 

기 활단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앞서 Lee et 

al. (1984)이 처옴 양산단층을 활단층으로 거론한 바 있다. 

1992년 11월에는 양산단충이 통과하는 언양-통도사간 박지리에서 시험 

트렌치를 굴착하여 조사한 결과l 최초로 양산단충이 제4기 단충임을 입충하 

였다(전명순 외， 1991; Okada et al., 1994). 1995년 6월에서 1998년 6월 사이 

에는 한국전력공사 위탁사업으로 ”양산단충을 고려한 셜계 기준 지진의 명가 

”라는 제목의 연구 과제가 한국자원연구소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로써 양산단충대에서 발견된 제4기 단충은 월평 제1단충l 월명 제2단 

충l 연봉I 상천l 신화단충 및 유계단충 둥이며/ 울산단충대에서는 말방， 입실， 

원원사/ 이화l 개곡 및 갈곡단충 둥이다. 그리고 포항-울산간 해안지역에서는 

옵천 및 수렴 단충이 발견되 었다(Okada et al., 1994, 1998; 경 재복 외， 1995; 

Kyung & Okada, 1995; 류충렬 외， 1996, 1997). 

단충버지의 연구는 국외에서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다. 기존의 연 

구룰 보면 단충 버지대에 발달하는 혼합 면열구조(composite planar fabric) 

측 면 에 서 의 미 구 조 분 석 (Rutter et al., 1986; Chester et al, 1985, 1987; 

Tanaka, 1992), 비지의 생성과정 및 생성기구 해석올 위한 야외조사 및 물리 

적 실험 (Chester， 1986, 1993; Cladouhos, 1999a; 1999b ), 단충대의 시 • 공간 

척 인 광물 변질과 화학성분 분석 (Goddard et a l., 1995; Lin, 1997; Schulz et 

a l., 1998; Evans, et al., 1995) 및 단충비지 내 물질올 이용한 절대 연령 측정 

(Tagaki et al., 1991; Tanaka et al., 1995; Fukuchi, 1997) 둥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동래단충 지역파 양산단충 지역의 단충버지의 

K-Ar 연령(장태우 외， 1998, 1999), 트랜치 조사에 의한 단충 특성 규명 및 

TL 연령 측정(경제복 외 1999), ESR법을 이용한 단충 암석의 절대 연령 측정 

(이회권， 1998), 한반도 남동부 최근 단충 점토에 대한 Rb-Sr 동위원소 연구 

(사공회 외， 1998) 둥의 연구로 단충비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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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시대에 일어난 단충활동 시기에 대한 절대연령 측정에는 K-Ar 법과 

전자 스핀 공명 (ESR)법 l 열형광(TL)법/ 피션 트랙 (FT)법， 탄소동위원소 절대 

연령 측정 (14C)법， U-Th법/ 고지자기법/ 유체 포유물에 의한 방법 둥이 활용 

되고 있다(Murphy et a l., 1979). 일반적으로 지질학자들은 단충에 의해서 교 

란된 지층에서 절대 연령 측정에 쓰일 수 있는 물질을 채취하여 연령을 측정 

하고 이를 통하여 단충 활동의 시기를 유추해 낸다. 예를 들면， 탄소 동위원 

소 절대 연령 측정법은 활단층에 의해 교란된 지충 내에 포함된 유기물의 매 

몰 연령을 구해 단층이 적어도 유기물이 매몰된 이후에 활동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Sieh et a l., 1989). 또 단충 접촉부에 형성된 단충버지 내의 점토광 

물을 채취하여 K-Ar 혹은 Rb -Sr 절대 연령 측정 방법을 이용한 연령 측정 

은 단충 활동과 동시에 점토 광물이 자생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단충 활동 시 

기를 구한다(Kralik et al., 1992). 또 일본에서는 소위 중앙구조선(MTL)율 따 

라 발달하는 단충 버지에서 일라이트(illite) 의 입자 크기별 K-Ar 연령 측정으 

로 MTL의 중요 활동시기를 추정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왔다(Tagaki et 

al., 1991; Tanaka et a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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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 질 

본 연구지역 일대에 분포하는 암층은 백악기 경상누충군에 속하는 하양 

충군I 유천충군과 이들올 관입하고 있는 불국사 관입암류 및 그 위에 분출 

혹은 부정합적으로 놓이는 소규모의 제3기 지충/ 제 471 충적충으로 구성되어 

있 다(그 림 II-1). 

하양충군의 퇴적암류는 본역 중앙부와 북서부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적색 l 회색/ 암회색 및 녹회색올 띠는 사암과 셰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끔 역암이 협재된다. 이들 퇴적암류는 주변의 화강암류의 관입으로 접촉 

변성 작용을 받아 혼펠스화되어 있는 것을 혼히 관찰할 수 있다. 이 하양충 

군의 퇴적암류는 5만분의 1 지질도에서 볼 때 도폭에 따라 여러 가지 지충명 

올 이용하여 기재하고 있다. 경주도폭(다데이와I 1929)에서는 대구충l 건천리 

충으로 구분하였고 연일도폭(다데이와I 1924)에서는 불국사통의 셰일로 기재 

하였으며 I 언양도폭(이윤종/ 이인기; 1972)에서는 대구충으로 기재하였고 울산 

도폭(박양대/ 융형대 1968)에서는 울산층이라고 하여 대구충에 대비하였다. 

또 월래도폭(손치무 외 I 1978)에서는 이천리충이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 이 

상에서 보듯이 본역의 퇴적암류는 다소 충위의 차이는 있올지라도 모두 경상 

누충군 하양층에 포함될 수 있옴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률 

을 모두 경상누충군 하양충군 퇴적암류로 규정하였다. 

유천충군은 울산단충 남서부에 넓게 분포하고 있고 압도척으로 화산활동 

기원물질로 구성되어 었다. 이는 하부의 안산암질암류와 상부의 유품암질암 

류로 구성되고 안산암질암류는 암청록색 및 암회색올 띄는 안산암， 조면 안 

산암l 휘석 안산암/ 라필리 용회암/ 화산 각력암 둥의 다양한 압상을 보이고 

있다. 유문암질암류는 구과상 유문암/ 유문암질 내지 석영 안산암질 용결용회 

암， 유문반암의 암상을 보이며 분포하고 있다. 이들 화산암질암류 사이 사이 

에는 화산성 역암l 사암l 셰일이 협재한다. 특히 운문산 일대의 산성 화산압 

류는 유천/ 자인/ 모량/ 언양 도폭지역에 걸쳐 분포하며 험준한 지세롤 이루 

고 있다. 

불국사 관입암류는 화강암류와 각종 맥암류로 구성되고 그림 11-1의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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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 1. 경상분지 동측의 지질도. 1. 충적충 2. 제 371 충 3. 불국사 

화강암 4. 유천충군 5. 하양충군 6. 단충 7. 제 4기 단층의 위치. (a) 밀 

양 단충; (b) 모량단충; (c) 양산단충; (d) 동래단충; (e) 울산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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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걸쳐 주로 산점상의 암주로 많이 산출되고 있다. 화강암류는 화강 섬록 

암/ 혹운모 화강암， 각섬석 화강암l 미문상 화강암 둥의 암상으로 이루어지고 

하양충군과 유천충군을 이 지역의 곳곳에서 관입하고 있으며 I 지역에 따라 

심하게 접촉 변성작용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들 화강암류의 구성 광물온 

석영/ 사장석/ 정장석 l 혹운모， 각섬석 둥으로서 혹운모와 각섬석온 혼히 녹니 

석화 되어 있다. 

울산단충 북동부에 분포하고 있는 제371 지충온 안산압질 용회암 및 각 

력암으로 구성되는 범곡리충군과 역암I 사암I 셰일1 조면암질 웅회암I 현무암 

질 용회암/ 갈탄 둥으로 이루어지는 장기충군은 육성충으로 퇴적되었으며 그 

보다 후기의 연일충군은 해성환경의 퇴적충으로 역암I 사암1 셰일I 석회암으 

로 구성되며 곳에 따라 해성 화석올 풍부히 함유한다. 

연구지역 부근에 발달하는 주요 단충들은 양산단충을 중심으로 NNE방 

향으로 발달하는 밀양단충I 모량단충， 동래단충파 NW방향을 달리는 울산단 

충이 있다(그림 11-1). 특히 최근 울산단충 부근에는 그 북동쪽 사면에서 제4 

기 단충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이 단충들은 모두 단충비지대를 포함함으로서 

기폰 단충이 제471 에 재활동 한 것으로 볼 수 있고I 이들에 대한 연구는 이 

지역에서 단충운동과 관련한 지구조사건을 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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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14기 단층의 산출상태 

이화단충(Iw) 

경주시 농소융 중산리 이화마올 부근에서 동서로 호르는 소하천융 가로 

지르는 제4기 단충이 발견되었다. 이 지점에서는 단충 동편의 불국사 화강암 

과 서편의 제4기의 자갈층이 거의 수직 경사로 접하고 있으며 접촉면에는 두 

께 약 1cm 미만의 단충비지가 협재한다(그림 11-2). 이화단충 동쪽의 화강암 

은 몇 조의 중성 암맥을 포함하며 2m 이상 심하게 파쇄되어 있다. 하천 바닥 

온 자갈들이 덮고 있어 단층의 관찰이 불가능하나 하천의 남측과 북측외 사 

변에서는 기반암과 제4기 퇴적충과의 접촉관계를 관찰하기가 용이하다. 제4 

기 퇴척층은 자갈과 모래 둥이 섞여 분급이 극히 나뻗 퇴적충이며 역들은 대 

부분 화강암 기원으로 풍화를 많이 받아 황갈색을 띄고 있다. 하천 북측 사 

면의 노두에는 단충면이 N05E, 80SE를 보여주고 단충미끄럽선온 30, 030을 

가리키고 었다. 이 단층은 동쪽이 상숭한 역이동 성분을 갖는 우수 주향이동 

단충이다. 

원원사단충(Ww) 

경주시 외동옵 모화리의 원원사단충온 원원사 동측으로 약 70m 떨어진 

계곡의 북측 단변에 노출되어 있다(그림 11-3). 노출된 노두는 가파른 사면에 

서 불국사 화강암 사이에 제4기 역충이 쐐기형으로 끼어 있는 상태로 나타난 

다. 이 역충은 분급이 불량하고 원마도가 나쁜 화강암 성봄의 거력 내지 왕 

자갈파 풍화된 극조립 내지 중립질 모래의 기질로 구성된다. 

쐐기형 역충의 기저는 기반암인 화강암 위에 부정합 척으로 놓이지만 그 

상부에서 화강암과의 접촉부는 단충접촉을 이루고 있다. 이 단충면율 따라 

2-3cm 두께의 아주 앓은 적색 비지대가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단 

충은 거의 수명에 가까운 저각의 역단충으로 생각할 수 었다. 단충면의 자세 

는 N40E의 주향에 10NW의 경사를 보이고 있고 12, 318의 단충미끄럼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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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l-2. 우측에 서 불국사 화강암류(Gr)， 좌측에 서 

제 4기 역충(Qd)과 접하고 있는 이화단충의 노두. 

이들 사이에 암맥(Id)이 끼어있는 양상이 관찰됨. 

그림 II-3. 원원사단층의 노두. 수평에 가까운 저각의 

역단층의 형태로 나타난다. 불국사 화강암(Gr)이 제 4 

기 역충(Qd) 위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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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입실단충(Ip) 

경주시 외동옵 입실리에서 북동방향의 토점마을로 향하는 도로훌 따라 

약 2km 거리의 지점에 자연 산사태로 인한 자연 사면에 입실단충이 노출되 

어 있다. Nl0W의 주향에 동으로 75 ’ 경사하는 단충면율 경계로 노출 사면의 

하부에서는 동쪽에 안산암이 그리고 서쪽은 불국사 화강암이 접하며， 노출사 

면의 상부에서는 안산암과 화강암을 부정합으로 피복하는 제4기의 미고결 퇴 

적물이 동쪽의 안산암과 단충접촉올 하며 약 5m의 수직 분리 (vertical 

separation)를 보이며 변위되어 있다(그림 II-4). 단충자취롤 따라 황갈색의 단 

충비지대가 약 40cm 폭으로 발달하며 단충면상의 미끄럽선온 노출사면의 상 

부에서는 제4기 자갈충 포면에서 65，046을 나타내지만 그 하부 계곡 바닥에 

서는 35，004를 가리킨다. 아마도 후자의 미끄럽은 제4기 단충운동 이전의 산 

물로 간주된다. 특히 하부사면의 단충버지대는 단충면을 경계로 화강암쪽에 

서 약 20cm, 안산암쪽에서 약 20cm의 비지대를 발달시키며 단충면과 약 2 

O. 정도 사각으로 노두에서 현저한 P 엽리롤 발달시키는데 이로부터 우수향 

단충운동 감각을 원을 수 있다 그 점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제4기 단충운동 

은 우수향 역단충 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곡단충(Gg) 

개곡단충은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의 마을 끝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200m 

떨어진 하상에서 발견되었다. 이 단충은 동측의 기반암인 불국사 화강암과 

서측의 화강암면파 규장암면 동을 포함하는 담황색의 제4기 사암충이 단충첩 

촉하고 이들 사이에 중성 암맥이 끼여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11-5). 

단충면의 배향은 Nl0W의 주향에 60NE의 경사각을 가지며 미끄럽 션구조가 

52, 116을 가리키는 화수향의 역단층이다. 단충을 따라 약 10cm 두께의 비지 

대가 발달하는데 기원물질은 맥암으로서 현저한 P 엽리률 가지며 단충의 역 

이동 운동감각을 보여준다. 

이 노두로부터 동편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기반암인 불국사 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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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동측에서 유천충군의 안산암(An)， 서측에서 불 

국사 화강암(Gr)과 접하고 있는 입실단층의 노두. 안산암 

과 화강암을 부정합으로 피복하는 제 4기의 미고결 퇴적 

물이 약 5m의 수직 분리를 보이며 변위되고 있음. 

그림 II-5. 우측에서 불국사 화강암(Gr)， 좌측에서 제 4 

기 사암충(Qd)과 접하고 있는 개곡단충의 노두. 이들 

사이에 암맥 (Id)이 끼어있는 양상이 관찰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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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과 제4기 미고결 자갈충이 단층으로 접촉하고 있는 또 하나의 제4기 단충 

이 Okada et al. (1998)에 의해 발견된 바 있다. 단충 접촉부의 단충 버지는 

적갈색으로 약 3cm 두께로 산출되며 단충면의 배향은 N42W의 주향에 35NE 

의 경사각을 가지고 있다. 

감산사단충(Gsan) 

감산사단충은 경주시 외동읍 패능리 감산사에서 동쪽으로 약 200m 떨어 

진 곳에서 기반암인 불국사 화강암과 저1]47] 자갈충이 단충접촉하는 지점에서 

발견되었다(그림 II-6). 이 경계단층 이외에도 화강암 블록 내에는 명행한 2 

조의 단층이 더 발달하고 있다. 단충변을 따라 발달하는 척색 단충비지는 폭 

이 약 5cm이며 곳에 따라 포켓형으로 두껍게 몰려 있기도 한다. 또 이들 버 

지대는 상반인 화강암 블록 내에서 헨즈 혹은 떼취상으로 잔류체형으로 판찰 

되는 것들도 관찰되는데 이들은 제4기 단충과는 사각으로 교차함으로서 제4 

기 이전 단충작용의 산물로 간주된다. 단충면의 배향은 N65E의 주향에 25SE 

의 경사를 가진다. 미끄럽 선구조는 뚜렷하게 관찰되지는 않았으나 대략 10, 
090으로 측정되었으며 우수향 역단충으로 판단된다. 제4기충의 자갈온 잔자 

갈 크기에서 왕자갈 크기에 이르는 분급이 매우 나뽕 상태이고 원마도도 아 

주 좋지 않으며 대부분 화강암류에서 유래된 것들이다. 

왕산단충(Ws) 

경주시 암곡동 덕동천을 따라 왕산초등학교에서 북동쪽으로 약 1km 쩔 

어진 곳에서 단충이 발견되었다. 기반암인 안산암질 용회암과 충리면이 거의 

수명인 자갈충과 사암충으로 구성된 제47] 퇴척충이 접하는 단충으로서 제4 

기 퇴적충을 절단하며 최대 20m의 수직 변위롤 보이는 우수향 역단충이다 

(그림 II-7). 안산암질 웅회암의 단충접촉부에는 암갈색 또는 암녹색율 띄는 

약 10-40cm 폭의 단충버지가 협재한다. 단충면의 배향은 N50E, 47SE, 미끄 
럽 선구조는 36, 094이다. 기반암인 안산암질 용회암온 제471충의 부정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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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1-6. 제 471 자갈충(Qd)과 불국사 화강암(Gr) 사 

이에서 관찰되는 감산사단충 비지의 노두. 

그림 11-7. 안산암질 웅회암 (An. tuff)과 제 4기 퇴적충 

(Qd)과 접하는 왕산단층의 노두. 제 471 퇴적층을 절단 

하며 최대 20m의 수직변위를 갖는 우수향 역단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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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극심히 파쇄되어 있으며 제4기 단충파는 무관하게 렌즈형의 적색 

단충비지가 기반암 내에 무작위로 잔폰하고 있다. 제4기 자갈충온 안산암질 

웅회암과 반상안산암의 자갈로 구성되고 원마도는 보통 정도이나 분급이 아 

주 불량하며 부정합면에서 상부를 향해 상향세립하는 점이현상과 함께 철리 

를 잘 발달시킨다. 

마동단충(Md) 

경주시 마동에서 제4기 퇴적충이 기반암인 불국사 화강암과 단총접촉을 

하고있다. (그림 II-8). 제4기 퇴적충은 미고결 역암충l 사암충I 이암충이 교호 

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충리를 잘 발달시키고 있으며 포함되는 자갈의 크기는 

상부를 향해 조립화 하는 경향을 보인다. 단충 하반을 형성하는 이들 제 4기 

층은 하부를 향해 고화도가 증가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단충의 배향온 

N30W, 55NE이고 미끄러짐선은 55，065를 가리키는 순수 역단충이다. 단충버 

지는 황갈색으로 5cm의 폭으로 나타나며 이와 접하며 화강암쪽에 업상 파쇄 

암(foliated cataclasite)이 약 10cm의 두께로 발달한다. 이 단충의 자취는 지표 

면 가까이에서 제471 의 신기 퇴적충에 의해 부정합적으로 피복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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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불국사 화강암(Gr)이 제 4기의 고기퇴적충 

(Qod)과 접 하고 있는 마동단층의 노두. 이 단층은 

제 4기의 신기퇴적충(Qyd)에 피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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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층비지의 미구조 

단충비지의 박편제작 

단충비지 물질은 단충작용으로 인한 기반암의 파쇄물질인 반상쇄편 

(porphyroclast)과 극미립의 분쇄물질 및 점토 광물의 기질로 구성되는 미고 

결 물질이다. 따라서 단충비지의 박편제작은 암석 시료의 박편제작과는 그 

방법을 달리한다. 본 연구에서 박편제작 파정온 Takagi et al. (1996)에 의한 

방법을 토대로 하였다. 

취성 전단대 (brittle shear zone)의 단충비지대는 여러 번의 단충 운동이 

중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l 노두 내에서도 미세구조가 복잡하게 변할 

수가 있다. 따라서 규모가 큰 노두에서는 충분히 내부의 미구조를 기재한 뒤 

에 시료 채취의 최적 장소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료의 채취는 파 

쇄대와 단충비지대 동을 포함하는 적절한 채취부를 결정하고 난 뒤 채취시료 

의 배향기호를 기입하고 박편 제작과 단충비지 물질의 점토 광물 회수 및 연 

령 측정용 시료를 수집하기 위한 적당한 체적을 고려하여 햄머 I 곡팽이 I 칼 

둥올 사용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채취한 시료는 앓은 비닐봉지에 넣어 밀용 

하는데 이는 시료의 급작스런 수분 제거로 인한 균열의 발생을 줄이기 위합 

이다. 

야외에서 채취한 시료를 실내로 운반한 뒤 우선I 시료에 포함된 수볼율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시료를 35 "c의 항온기에 넣어 24-48시간에 걸쳐 가 

열I 건조시킨다. 수분을 다량 포함한 시료는 바랍에 건조시켜 12-13 시간 건 

조시킨 뒤에 항온기에 넣는 것이 시료의 균열 발생을 줄이기에 적합하다. 이 

시료를 모래상자에서 채취면을 복원하고 단충면 또는 엽리면에 수칙/ 선구조 

에 명행한 절단면(XZ면)을 기입한다. 이후 시료률 수분이 없는 상태 하에서 

절단하여 박편 제작에 적당한 크기의 시료를 만든다. 이때 시료가 부스러지 

기 쉬워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져밀도 에폭시 수지로 고화시킨 

뒤에 절단한다. 수지에는 상온경화타입과 가열경화타입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Takagi et al., 1996). 본 연구는 상온경화타입율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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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의 침투량온 시료에 따라 다르지만 표면으로부터 수 mm 정도이며 여러 

차례의 실험 결과 점토 광물의 함량이 높은 시료에서의 침투성이 대체적으로 

더 좋고 반상쇄편의 함량이 높은 경우는 침투성이 나빠서 박편 제작이 어렵 

다. 단충비지의 기질부는 맹융성 점토광물의 함량이 높아 시료의 절단시 냉 

각수를 사용하면 절단면으로부터 광물이 물에 의해 유실되므로 건조상태 혹 

은 오일을 이용하여 절단/ 고화/ 연마를 되풀이 해야한다. 고화의 방법온 xz 
면상에 상용경화타입의 에폭시를 바른 뒤 데시게이터에서 10여분간 기공을 

빼고 커버글라스를 불여 고화시킨 후 냉각수를 사용하지 않고 절단한다. 다 

시 시료의 표면에 에폭시를 바르고 데시게이터에서 기공을 뺀 뒤 고화시켜 

연마에 들어간다. 연마시에는 표면 에폭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포률 사용하 

고 단충비지 박편을 0.03mm 내외로 갈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알루미늄 육사이 

드를 사용하여 완성시킨다. 박편에 따라서 수지의 침투성을 고려하여 위의 

방법올 여러 차례 되풀이 해야 할 때도 있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단충비지의 박편은 울산단충 북동부에서 발견된 7개 

의 제4기 단충을 대상으로한 20개이다. 

미구조 관찰 

단충비지의 복합 면열구조에 대해서는 Rutter et al. (1986)의 용어법을 따 

라 P 엽리는 전단 방향에 135 0 -180 。사이의 각으로 엽상 점토팡물이 선택 

배향한 점토엽리이며 R1 전단면은 전단방향에 45 。까지의 각을 이루면서 P 

엽리와는 반대 (antithetic) 방향으로 놓인 면， Y 전단면온 주천단대와 명행하 

며 동일 운동감각을 가진 면이라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박편의 현미경척 관찰은 구성 반상쇄편의 종류I 입 

자 크기I 모양을 기재하고 단충 활동으로 인한 기질의 복합 면열구조 둥에 

대하여 기술하게 된다. 

이화단충(Iw)의 박편은 화강암과 자갈충 사이에 관입한 중성 암맥을 포 

함하는 곳의 단충비지에서 제작된 것이다. 단충버지와 화강암이 접하는 파쇄 

대의 박편에서는 모자이크식의 화강암편과 석영， 정장석， 사장석 동의 단광물 

쇄편이 아각상의 형태로 우세하게 관찰되고 이들 쇄편들온 많온 내부 균열올 

가진다. 기질온 전체의 10% 이하이며 극미립의 분쇄업자로 구성된다. 단충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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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중심부의 박편에서는 화강암편의 심한 분쇄로 인한 0.1-0.5mm 내외의 

각상 반상쇄편이 우세하며 이들 쇄편 내에는 내부 균열이 척다. 그리고 이돌 

입자 경계의 기질에는 분쇄 물질I 변질 점토 광물과 적갈색 및 암혹색의 산 

화 침전물질로 채워진다. 그러나 기질에서 점토 엽리는 관찰되지 않는다(그림 

11-9). 

원원사단충(Ww) 박편은 화강암과 자갈충 사이에 앓게 발달하는 붉온색 

단충버지에서 제작된 것이다. 구성 반상쇄편은 전체적으로 50때1 이하의 석영 I 

정장석l 사장석의 단광물 입자이며 아원형을 이룬다. 1mm 이상의 반상쇄편온 

화강암편으로 소량 분포하며 내부 균열을 가진다. 약 70%를 차지하는 기질온 

점토광물이 많으며 변질 광물로 혹운모가 관찰된다. 점토광물이 특히 집적된 

부분에는 우세한 점토 엽리의 발달을 보인다. 이 점토 엽리를 가지는 단충버 

지 물질이 후기의 단열로 버지편화 되어 있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특히 이들 

비지편 중에는 기질의 우세한 점토 엽리와 사교하는 옛 점토 엽리 (intemal 

clay foliation)를 가지는 비지편이 발견된다. 이근 옛 단충 운동으로 생긴 정 

토 엽리 이후 또 다른 단충 운동으로 기질에 다시 점토 엽리 (extemal 

foliation)를 발달시킨 양상으로서 단충 작용이 2회 이상 일어났옴을 지시한다 

(그림 11-1이. 또한 박편 전체에 철산화 물질의 침전으로 단충비지가 척색을 

띄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천충군의 안산암과 불국사 화강암이 단충접촉하는 입실단충(Ip)에서는 

안산암 부분(Ip-an)， 화강암 부분(Ip-gr)， 단충버지 핵심부(Ip-go)， 손상대의 

열수 암맥부(Ip-Kv)에서 각각 박편을 제작 하였다. 

Ip-an는 1-3mm 내외의 아원형 화산암질 반상쇄편으로 구성되며 전체 혹 

은 부분척으로 견운모화나 방해석화가 되어 있는 둥 풍화가 많이 일어난 것 

으로 관찰된다. 기질은 암갈색의 세립 광물이 산재하며 점토 엽리의 발달온 

관찰되지 않는다. 

Ip-gr는 0.1- 1mm 내외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석영， 장석의 반상쇄편으 

로 구성되며 각상 내지 아각상을 이룬다. 이들 반상쇄편툴온 입자 통파 또는 

입자 내 균열로 인한 기계척 분쇄로 세립의 반상쇄편을 만들어 낸 것으로 판 

찰된다(그림 11-11). 기질은 반상쇄편의 균열이나 업자 경계에 해당되는 부분 

으로 존재하며 소량의 변질 점토 광물이 폰재는 하나 점토 엽리률 발달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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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9. 입자횡단단열을 갖는 반상쇄편올 보여주는 이화 

단충 박편의 현미경사진. 기질은 미분화 물질， 변질광물 및 

산화물로 채워져있음. 

그립 II-IO. 반상쇄편내부 점토엽리 (Si)와 기질의 외부 점토 

엽리 (Se)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원원사 단층의 세립단층 

비지 현미경 사진. Si와 Se는 불연속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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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l l. 반상쇄편을 관통한 단열을 보여주는 입실 화강 

암 파쇄암의 현미경 사진 . 

• ‘ 7 7E1 - ι l 
"'''''';.;~ .. \e. ~:.. "시 11μ ~역! ’ • 

l~ ... :.: ~:-.x-~~~;~~:"Y_~ :~~.ζ꾀; 암 를_ ........ , 
•, .. :~~ ... '"..... ~ ... ~ ~~....‘.간m* , 

. 
‘ 

~‘、r ι 1‘-、ìB"i실iIil“ .~: .. - :"." . ~ 

11 석.ζ‘-←‘쉰깐펀σca건성 j、 .하캄‘“III ‘’ ‘ 
l “ -‘ -‘ ..，ι ·‘ !IIL'-'..iJ‘ , ι ;、 ‘ -‘ ... ‘ ~서tw' 
I 꾀하셀‘: 삼싫二했빼:Æ펴원 닌
l ‘!--.;tI ε ι-- 룰WIiiï“‘-、~‘Q .“ 
펀·꽉때찌[펀쫓← . 
.. 생 .. "i:. ‘￥’ II!샅녁‘.‘ ‘:갚 .,,: 

.1111딴펠짧훌 ........ -
-!ξ11한파 

톨률-

흑| 

‘ 

그림 II-12. 입실단충비지의 현미경 사진. 기질은 정토엽리 

(P)를 잘 발달시키며 아원형 반상쇄편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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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는다. 

Ip-go는 25-50때1 정도의 석영/ 장석이 아원형으로 폰재하며 소량의 화산 

암편이 존재한다. 기질은 박편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이들 기질에는 

점토광물에 의한 점토 엽리가 우세하게 관찰된다(그림 11-12). 

Ip-Kv는 주단충대와 1m 정도 떨어진 동측의 기반암 파쇄대를 관입한 암 

맥의 관찰올 위해서 제작된 것이다. 이 박편에서는 암맥이 판입한 이후， 후기 

의 단충작용에 의하여 옵셋된 양상을 관찰 할수있다(그림 II-13). 이는 암맥의 

관입 이후에도 이들올 절단시키는 단충작용이 있었옴울 지시한다. 이 박편 

에서 파쇄대 부분은 앞에서 기술한 Ip-an의 조직과 유사하나 암맥부분온 구 

성광물 동정이 어려워 XRD분석을 수행하여 활석/장석류/석영둥 으로 구성됨 

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들 암맥의 구성 물질의 연령 측정은 이 단충의 운동 시기의 결정 

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간주되어 K-Ar 연령 측정을 수행하였다. 개곡 

단충(Gg)의 박편은 화강암과 자갈충 사이에 관입한 중성 암맥에서 주로 유래 

된 단충비지 에서 제작된 것이다. 녹니석이 가장 우세하며 기질을 형성하고 

100Jllß 이하의 둥립질 불투명 광물과 석영 및 장석이 아원형으로 박편 전체에 

산재한다. 이들 반상쇄편온 녹니석 기질의 점토엽리와 함께 우세한 선돼 배 

향을 나타낸다. 

감산사단충(Gsan)의 박편은 화강암편과 자갈충 사이의 폭 5cm 내외의 

진한 갈색 단충비지대에서 제작되었다. 박편관찰시 1-2mm의 화강암편과 100 

때l 이하의 석영/ 장석 둥 세립 단광물 반상쇄편이 각각 아원형과 아각상으로 

혼재한다. 미문상 조직을 잘 나타내는 장석도 관찰된다. 기질에는 반상쇄편의 

입자경계를 따른 점토팡물의 배열이 판찰된다. 

왕산단충(Ws)의 박편은 유천충군 용회암질암의 단충 접촉부에서 발달하 

고 있는 단충비지에서 제작되었다. 반상쇄편은 15% 이하이며 50때1 이하의 장 

석/ 화산암편/ 석영과 간혹 0.5mm 정도의 화산암면 둥으로 구성된다. 반상쇄편 

은 아원형 또는 아각상을 이룬다. 기질의 점토 광물은 우세하게 점토 엽리를 

발달시킨다(그림 II-14). 특히 동일 박편 내에서 사교하는 점토엽리가 관찰되 

는데 이는 2회 이상의 단충 운동을 암시한다. 반상쇄편 주변에 점토 광물들 

이 명행 정렬하며 에워싸고 있는 것도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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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Il-13. 입실단층의 K-장석 세맥 현미경 사진. 이 맥 

은 후기 단충 작용으로 변위되어 있음. 

』jfr쯤] 
.. ‘、 ~ ‘셋잔-、- 꽉느 .. ‘톨r깐~ ιj 

‘ ι • ‘ I 

-、.. ‘판\iι.. “、젠-‘-‘.펀칭lI!5i、·μ칸 ‘ - ‘ ---~ “’“ ι ‘-、 ~‘ · “‘ • -

.꽉ξι핏.찌하잔치-、“‘. 
------ “ - •- . ~→. • .. ~ ~' ~ - . -,. -. - - -

- ‘ ~η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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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I-14. 점토엽리 (P)를 현저하게 보여주는 왕산 단충비 

지 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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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단충(Md)의 박편은 s-c구조가 육안으로 관찰되는 화강암 부분과 연 

한 갈색의 점토가 다량 함유된 단충비지가 약 3cm의 두께로 접하고 있는 부 

분에서 제작된 것이다. 현미경 하에서 화강암 부분은 1-2mm로 다소 큰 반상 

쇄편파 100Jllll 내외의 각상 반상쇄편이 혼재하며 기질에 점토 광물이 소량 폰 

재한다. 단충비지 부분은 반상쇄편이 50-100때1 내외로 크기가 작고 점토광 

물이 반상쇄편을 에워싸고 있다. 또한 자갈층에서 유래된 0.5cm 정도의 크기 

인 퇴적암편이 포함되어 있다. 기질에는 쇄편들의 입자 경계를 따른 점토 업 

리가 우세하지만 전체적으로 뚜렷한 점토엽리가 관찰되지는 않으나 어느정도 

방향성올 가지는 것으로 관찰된다(그림 II-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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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5. 각상 반상쇄편과 접토엽리 (P)를 보여주는 마동 

단충 비지의 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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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언 

이 지역 제4기 단충들은 대부분 상반의 백악기 기반암이 하반의 제4기 퇴적 

충을 올라타고 있는 역단층으로 산출된다. 이화단충의 경우는 단충면의 경사 

가 거의 수직에 가까운 주향이동 단층인데 이 경우도 소량이긴 하지만 역이 

동성분을 갖는다. 

이들 제4기 단층은 대략 남북 주향에 동쪽으로 경사하는데 이는 이들의 

운동이 제4기동안 동서 압축웅력에 크게 규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기 

단충은 거의 모두 lcm에서 수십 cm 범위의 단총비지대를 포함한다. 

단충비지의 현미경 관찰에 의하면 거의 모든 박편이 점토광물의 선돼배 

향에 따른 P 엽리를 발달시키고 있다. 이 P 엽리는 동일 박편에서도 혼히 두 

방향 이상이 관찰되며 단충대를 따라 관입한 K 장석맥의 단충화 현상/ 야외 

노두에서 제4기 단층 이전에 생성된 렌즈상의 옛 비지의 잔폰둥을 고려할 때 

제471 단충은 대부분 기존 단층의 재활동 산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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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트렌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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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료프 

일반적으로 판경계부 이외 지역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단충들의 재래주기는 

수천년의 인간역사의 기록보다 길다. 따라서/ 단충올 따라 발생한 대규모 지 

진들의 역사는 대부분 지표면에 나타나는 지질학적인 기록으로부터 알아낼 

수 밖에 없다. 

고지진학(Paleoseismology)이란 현재와 역사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과거 수 

십만년 이내에 발생한 지진 특성에 대한 지질학적 연구를 하는 분야이다. 역 

사지진이나 계기관측 자료만으로는 주어진 단층대의 시간 · 공간적 활동형태 

를 밝히는데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지질시대(제4기 후 

기)에 발생한 지진에 대한 활동시기 및 단충형태 둥에 대한 연구자료률 결합 

하여 활성단층을 평가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규모 지진은 지표면의 충서에 다양한 

지질학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고지진의 증거로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퇴적물에 나타나는 여러 회의 단충기록I 뒤툴림 혹온 습곡충서 

(Sieh, 1978; Sieh and Jahns, 1984), 변위충서의 상하관계 I 정단충상의 

colluvial wedges (Schwartz and Coppersmith, 1984), 액 상화 현 상 

(Obermeier, 1994), 산사태 현상/ 해안선의 융기 (Lajoie， 1986) 동을 들 수 있 

다. 

한반도 남동부에 위치한 양산단충대 및 울산단충대의 인접지역온 인구밀 

집지역들이 많으며 주요 산업시셜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시대 뿔만 

아니라 제4기 지형변위를 포함한 단층대의 고지진학척 연구의 필요성이 중요 

하게 제기되고 있다. 역사문헌상 두단충대의 인접지역인 경주 일대에는 약 

10회의 피해지진이 발생하였다(이기화， 1998). Lee and Na(1983)는 역사지진 

및 미소지진을 이용하여 양산 단충대가 활성임을 주장하였고 Lee and 

Jin(1991)온 양산단층을 지진자료에 근거하여 서로 지진활동이 다른 3개의 구 

역으로 나누었다. 판내부 지역에서 특정단충을 따라 발생하는 피해지진의 재 

래주기가 1000년-수만년 범위이기 때문에 현재 지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온 큰 오류라고 생각한다. 

닮
 



울산단충대는 경주시 북동부로부터 울산광역시에 걸쳐 NNW-SSE 방향으 

로 약 50km 길이로 발달된 단충대이다. 이 단충대 일대에 대한 지질/ 지형 I 

지구물리학적 및 고지진학적 특성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예: 

Kim, 1975; Oh, 1977; Lee and Um, 1992; Park and Kang, 1984; Kyung and 

Okada, 1995; Kyung, 1997; Okada et a1., 1998; 한국자원연구소， 1998). 본 단 

충대를 따라서는 직선상으로 발달된 단충애나 단충곡이 나타나며 단충애롤 

개석하는 하천에 의해 屋觀에 복합 선상지가 발달하여 있다. 이러한 개석 선 

상지 가운데 고위면이나 중위면이 단층운동에 의해 변위되어 나타나며 저단 

충애를 따라 제4기 후기 단충 노두가 수개소에서 확인되고 있다(Kyung， 

1997; Okada et a1., 1998; 한국자원연구소， 1998). 특히 l 울산 단충대 중부의 

말방리 일대에는 제471 단층의 변위지형에 대하여 트렌치 조사나 노두초사가 

실시되어 동측이 상대적으로 융기한 단충인 것이 제시되었지만(Kyung， 1997, 

Okada et a1., 1998) 최신활동시기나 활동이력 둥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했 

다. 

불국사 이북의 울산단충대 북부인 경주시 천북면 갈곡리에서도 기반암(제3 

기 이전)과 연일충군의 퇴적암층은 서로 단충관계로 접하고 있으므로 제3기 

중기 이후 수 회에 걸쳐 활동이 반복되어 왔다고 추정된다. 이 일대에 대한 

항공사진의 판독에 의하면 뚜렷한 제 471 단충 변위지형이 확인된다. 특히 I 선 

상지 지형면이 단충운동에 의해 상하 변위를 나타낸다. 본 단충의 성질이나 

활동이력을 해명하기 위해 트렌치 조사를 2000년 2월에 2개소에 대하여 실시 

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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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구조선 및 변위지형 분석 

한반도 경상분지의 남동부에는 양산단충과 울산단층을 대표하는 2개의 대 

규모 단층이 있으며 I 많은 지질학적 · 지구물리학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예 Y oon and Kim, 199이. 경상분지 동부 울산단충대 일대의 선구조선의 분 

포 및 지형 변위를 관찰하기 위해 국립지리원 발행 항공사진(축척 1/20，00이 

과 지형도(축척: 1/5,000; 1/25，000)를 사용하였다. 

경주시와 울산시를 잇는 국도 동측에는 토함산l 삼태봉I 동대산l 무형산 둥 

이 거의 남북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져 산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산지의 

서측은 급한 급사면올 나타내며 서측 산록을 따라 선상지성 단구면이 국소적 

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울산단충대의 노두와 저 단충대들이 수개소에 나타난 

다. 반면 남북주향의 산지 동측은 동해안을 향해 완만한 경사률 나타내 전 

체적으로 산지를 기준으로 양측이 비대칭형의 지형적 특징을 보여주고 었다. 

울산단충대는 주로 NNW-SSE 혹은 N-S 주향을 나타내며 단충대 납부에서 

는 거의 일직선 상으로 나타나지만 중북부지역에서는 굴곡된 트렌드률 보여 

주고 있다(그림 III-1). 울산단충대 동측에서의 선구조선온 주로 NNE-SSW, 

NE-SW, N-S 방향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5-15km의 비교적 짧온 직선상의 구 

조적 트렌드를 보인다. 울산광역시 일대에서는 개발로 인하여 자연적인 지형 

은 거의 사라졌지만 울산만 동부에서는 NE-SW 주향의 선구조선들이 뚜렷하 

게 나타난다. 

울산단충대는 경주시 동쪽 불국사 일대에서 거의 남북방향의 2개의 단충으 

로 분기되 어 나타난다(그림 III-1). 이 단층의 북부는 방향을 약간 톨어 양산 

단충과 4-5km 간격을 두고 양산단충과 거의 명행하게 발달되어 있다.2개 단 

충 가운데 동측의 단충온 단충애의 기저와 직선상 곡을 따라 거의 N-S 방향 

으로 불국사 동측으로부터 덕동호 동측으로 연장되어 나타난다. 이 단충의 

북부인 천북면 갈곡리 동쪽 산지 일대에서는 기반암(중생대 화산암류)과 제3 

기 연일충군의 퇴적암 사이에 역단충 관계로 나타난다. 단충면의 주향온 N4 

1 ‘ -48. W이며/ 경사는 하부에셔 57. E 이지만 지표면으로 올라가면서 저각 

도화 하여 41 ’ E이다. 이 역단충면올 따라 녹회 - 청록색의 단충점토대가 폭 

- 57 -



그림 1II-1. 경상분지 동측의 지형도， 주요단충 및 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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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cm 정도 발달하여 있지만 건조하여 반 고결상태를 나타내며 연약한 단 

충 점토대는 동반되고 있지 않다. 기반암측의 파쇄폭은 뚜렷하지 않고 1m 정 

도 동쪽으로 떨어지면 급격히 견고한 암석으로 된다. 

서측의 단층은 북국사에서 NNW-SSE 방향으로 경주시 사동(경주 민속 박 

물관)을 거쳐 직선상 곡을 경유하면서 나타난다. 특히/ 사동일대에서는 기반 

암인 화강암과 중위 단구 퇴적물이 역단층으로 접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트렌치 조사지역인 천북면 갈곡리 일대는 경주시가지의 북동쪽 약 10km에 

위치하며 소-중 기복상의 산지로 둘러싸인 산간의 소분지이다(그림 1II-2). 이 

구롱들은 전체적으로 소기복으로 개석을 받아 짧은 골짜기들이 서쪽으로 잘 

발달되어 있다. 중방지로부터 서쪽으로 흐르는 하천의 골짜기 벽면에는 전체 

적으로 서측으로 급경사한 자갈이 혼합된 사암충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이 

골짜기를 따라 연속하는 노두에 나타나는 지층의 주향 및 경사는 동측으로부 

터 N35 0 E. 67" W, N30 0 E. 75 0 

W이며 단충 추정선 부근에서의 지층은 

급경사합과 동시에 보다 북향의 주향을 나타낸다. 본 지역에 나타나는 단충 

은 약 1km의 길이를 나타내며 갈곡리 천북목장 일대에서 뚜렷한 변위지형인 

flexure scarp를 나타낸다. 이 단충을 천북단층이 라 명 명 하고자 한다(그림 

III-2). 

울산단충대의 산록지역의 서부에는 개석선상지성의 여러개의 단구면이 발 

달하고 있다. 단구면은 전체적으로 서측으로 완만하게 경사하며 단구력온 산 

지를 구성하는 조립한 기반암석(제3기 이전)이며 동측 산지로부터 훌러내려 

온 하천이 형성한 지형면군이다. 이들 하성 단구면의 구분 · 대비는 평탄면의 

분포고도l 연속성/ 개석도l 단구력충의 충상l 풍화정도l 내지 단구력충을 피복 

하는 고토양 동의 성질이나 발달정도에 기초하여 여러 단구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갈곡리 부근의 단구면온 국소척으로 발달하여 있어 광역적인 대비는 어려 

우나 그림 III-3과 같이 중위면(M1 . M2)과 저위면 (L)의 3면으로 구분하였다. 

M1은 표고 70-100m의 선상지성의 단구로서 단구면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M2 단구 혹은 L 단구는 곡을 따라 넓게 분포하는 선상지성 단구로서 

고도 60-115m이다. M2온 M1 양측에 발달하지만 이 단구면의 폭온 좁으며 

분포도 한정되어 었다.L면온 현 하천에 직첩 접하고 있으며 비교척 넓게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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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한다. 거의 개석올 받지 않았으며 풍화를 받지 않은 단구력충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러한 단구연은 구롱서측을 연장하는 부분에서 단충운동에 의해 

변위되어 flexure scarp를 형성하며 남북방향으로 연장되어 나타난다(그림 

IIl-4). 

조사지역인 갈곡리의 단구력층은 안산암이나 화강암류의 조립한 력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동측 산지로부터 공급된 선상지성의 단구이다. 력충의 표충부 

에는 실트상의 세립 퇴적물이 보이며 이것은 Loess나 고토양으로 추정된다. 

또한/ 단구 구성층의 기반은 연일충군의 이암 · 사암 및 역암충으로 구성된다. 

- 60 -



J 

그림 I1I-2. 울산단충 북쪽 부근 천북면 갈곡리의 지형도 및 단충분포(천북단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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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3. 연구지역의 지형학적 구분. 단구면은 중위면(Ml ， M2)과 저위면(L) 

으로 구분되어짐. 트렌치 조사는 A와 C 지점에서 실시되었으며 B와 D 지점 

의 트렌치 조사는 경재복 외 (2000)에 의해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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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lI-4. 천북단층의 트렌치 조사에서 관찰되는 flexural fault sc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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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렌치 조사 

트렌치 규모 

항공사진에 의한 지형판독 결과 조사지역인 갈곡리 천북목장 내에는 그림 

IlI-4와 같이 flexure scarp로 추정되는 저단층애가 나타난다. 이 애선을 거의 

직교하게 동서방향으로 횡단하여 두 트렌치지점에 평행하게 간이 측량을 실 

시한 결과， M1 단구에서의 상하 변위량은 약 5m, L 단구의 상하 변위량은 

약 1m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이곳의 울산단층은 전체적으로 상하변위의 

누적성이 인정된다. 

트렌치는 L 단구면올 변위케한 flexure scarp을 횡단하여 2개소(그림 III-3 

의 A와 c)에서 실시했다. 그림 III-5는 천북단충올 따라 그림 1II-3의 C지점에 

서의 트렌치 전경을 보여주고 있다.A 지점에서의 트렌치는 동서방향으로 약 

16m, 깊이 약 4m 크기로 하였으며/ 트렌치 벽면올 1m 격자로 나누어 횡방향 

으로 서측부터 북면은 N1-N16, 남면은 51-516까지 번호률 부여하였다. 1m의 

격차를 기준으로 스케치(축척 1/50)를 실시하였다. 

트렌치 B나 트렌치 D는 Kyung et al. (2000)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B지점에 

서 획득한 시료에 대한 연대 측정은 본 연구에 의해 실시되어 그 결과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트렌치 A의 조사 

그림 III-6은 A 지점에서의 트렌치 북면과 남면의 구조(축척 1/50)를 나타 

내고 있으며 I 그림 III-7은 벽면 스케치를 나타낸다. 트렌치 내에 관찰된 지충 

의 충서에 대하여 상부로부터 기술하면 다옴과 같다. 

( 1 층) 표토 : 전체의 지충을 피복하며 현재의 지표면에 평행하고 혹색으로 

토양화되어 있으며 력들이 혼합되어 있다. 

(II 충) 황색상 토양충: 황색의 실트질 점토로서 지릅 2-3mm의 Mn입자가 포 

함되어 있다. 상부에는 작온 자갈들이 포함되어 있는 듯이 보이며 색도 거의 

갈색대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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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5. 천북단충을 따라 그림 III-3의 C 지점에서의 트렌치 조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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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6. 트렌치 A 지점에서의 북면 및 남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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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7. 트렌치 A 지점에서의 북면 및 남면의 구조에 대한 스케치. 격자간격 

온 1m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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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충) 약 50m 두께의 본 층은 토양화한 암회색의 flood loam 층이며 결빙구 

조가 발달하여 있다. 결빙구조의 틈새를 따라 위로부터 II충이 침투해 들어 

가 있다. ill층은 단충과 맞물려 퇴척되어 있다. 따라서 단충이 활동한 
후에 

퇴적되었다고 보여진다. 

(N충-IX 충) 선상지 구성충 : 선상지면올 구성하는 사력충으로서 입경을 달리 

하는 사력호층이다.N층은 주로 아원력(최대업경 약 10cm)으로
 구성되는 두 

께 약 15cm의 사력충으로서 단충 부근에는 역이 재배열을 받고
 있다.V충은 

두께 약 1m 정도의 사층으로서 단충부근의 저하측에는 역이 재배열하여 단 

충쪽으로 위로 휘어지는 모양을 하면서 층의 두께가 두꺼워 진다
.VI층은 최 

대 입경이 약 15cm의 신선한 역을 포함하는 사력충이다.vn층은 두께 약 

30cm의 사층으로서 그 가운데 granule - small pebble 크기의 풍화력이 협재 

한다. 남측 벽면에 나타나나 북측벽면에는 잘 나타나지 않
는다.VDl층은 

cobble 크기의 역올 포함한 사력충으로서 렌즈모양의 사질 혹은 granule 크 

기의 엽층을 협재하고 있다.IX충은 cobble크기의 역올 포함한 사력충이나 

matrix는 청회색올 띄는 사질충을 포함하며 특히 남측면에서는 단
층에 의해 

절단된 형태를 나타낸다. 

본 트렌치 지점에서 단충파쇄대의 폭은 매우 미약하게 나타난
다. 그러나 

단층에 가까울수록 V충은 휘어진 상태 그대로 말려올라가는 형
태를 보인다. 

또한/ 단충 부근에는 역이 단충면을 따라 재배열하고 있다. 단
충면의 주향은 

N20 0 

W로 경사는 트렌치 벽면 하부에서 약40
0 

E이며 트렌치 동부의 W충이 

트렌치 서부의 m충에 충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단구 구성충은 단
충 부근에 

서 크게 변형하고 있으며 융기부에서는 역충이 말려 들어가는 
형태이고 단충 

하부측에서는 말려올라가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상으로부터 본 
단층은 동측 

상숭의 역단충으로 사료된다. 

트렌치 B의 조사 

그림 III-8은 B 지점에서의 트렌치 북면파 남면의 구조에 대한(촉척 1/5이 

벽면 스케치률 나타낸다. 이는 Kyung et al. (2000)와 Okada et al. (1999)에 의 

해 실시되었으며 연대 측정시료률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트렌치 내에 

관찰된 지충의 충서에는 트렌치 A지점의 충서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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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8. 트렌치 B 지점에서의 북면 및 남면의 구조에 대한 스케치(경재복 외l 

2000). 연대측정시료는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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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의 표층인 황색토양충에서 채취한 charcoal을 서울대학교
내 기초과학 

교육연구 공동기기원에 의뢰해서 AM5방법에 의한 C14 연대측정 결과 본 층 

의 최 상부에서는 1560::!:: 60 yrBP(5NU99-096), 중부는 13760::!:: 140 yrBP 

(5NU99-099)를 보인다. 남면에서 채취한 charcoal에 대한 연대측
정 결과 본 

층의 중부에서는 14010::!::240 yrBP(5NU99-101)를 보여 북면과 남면이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m층은 단충의 하반측에 퇴적되어 있어 단층이 활동한 후에 
퇴척되 

었다고 보여진다. 북면에서 본층의 중부에서 채취한 charcoal에 대한 C
14 연 

대측정 결과 25750::!:: 240 yrBP(5NU99-098)를 보인다. 

트렌치 벽면에 나타나는 단충파쇄대의 폭은 약 30cm이며 N10 부근의 파 

쇄대 중에는 vn층이 휘어진 상태 그대로 말려 올라가는 형태률
 보인다. 또한l 

단충 부근에는 역이 단충변을 따라 재배열하고 있다. 역의 장축의
 경사는 지 

면에 대하여 수직방향이거나 최대 동쪽으로 86。 경사 하여 나타난다. 단충면 

의 주향은 N40" W - N24" W로/ 위에 서술한 변위지형에 기초한 flexure 

scarp의 주향과 잘 일치한다. 단충면의 경사는 트렌치 벽면 
하부~중부에서 

18" -40" E이지만 58-59 부근의 지표로부터 약 1m 깊이에서는 거의 수평 

으로 되고 트렌치 동부의 W층이 트렌치 서부의 m충에 충상
으로 나타난다. 

W층과 m층의 경계부에는 단층에 의해 재배열한 역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단구 구성층은 단층 부근에서 크게 변형하고 있으며 융기부에서는
 역층이 말 

려 들어가는 형태이고 단충 하부측에서는 말려 올라가는 형태로 트
렌치 A와 

같이 본 단층은 동측상숭의 저각 역단충을 나타낸다. 

트렌치 C의 조사 

그림 I1I-9는 C 지점에서의 트렌치 북면과 남면의 구조(축척 1/50)를 나타 

내고 있으며， 그림 III-10은 벽면 스케치를 나타낸다. 트렌치 내에 관찰된 지 

충의 충서에 대하여 상부로부터 기술하면 다옴과 같다. 

본 트렌치 지점에서 A충(표토충)， B충(황색토양충)， C층(암회색 flood loam 

충)은 트렌치 A와 B지점에서의 I 충， II 충， m충과 각각 동일하다. 

D, E, F충은 선상지면을 구성하는 력충으로서 입경을 달리하는 력충의
 호 

충이다. D충은 최대 입경이 약 15cm의 신선한 역을 포함하는 사력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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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I0. 트렌치 C 지점에서의 북면 및 남면의 구조에 대한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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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부근에서는 단충운동에 동반하여 역층의 배열이 휘어져 올라가는 양상을 

나타낸다. E층은 pebble-cobble 크기의 신선한 역층으로서 단충운동에 의해 

심하게 휘어져 나타난다. 단충부근에서는 단충방향으로 역의 배열이 나타나 

나 단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평행한 배열을 보인다.F층은 cobble 크기의 역 

올 포함한 사력충으로서 렌즈모양의 사질 혹은 granule 크기의 엽충올 협재 

하고 있다. 이러한 사질 엽층은 남측면에서는 단층에 의해 절단되어 나타나 

며 상반에서는 위로 볼록하게 휘어져 보인다. 그러나 하반에서는 거의 수평 

한 구조를 나타낸다.G층은 본 지점의 기반암인 연일충군의 퇴적암으로서 청 

회색의 사질 matrix를 포함한 해성기원의 둥근 역충(직경 2-100m)으로 구성 

되어 있다. 

본 트렌치 지점의 하부에서는 기반암인 연일충군의 해성기원 역충이 단층 

에 의해 변위되어 상반측에 나타난다. 기반암위에 놓인 하부역층의 배열을 

볼 때 기반암의 단충운동시 그 상부의 제4기 역충도 단충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전체적으로 단충을 기준으로 상반은 위로 볼록하게 휘어지 

거나 절단되어 있으며 하반은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나타난다. 

단충 부근에는 역이 단충면올 따라 재배열하고 있다. 단충면의 주향은 

N-S, 경사는 트렌치 벽면 하부에서 45 0 

E이지만 지표로부터 약 1m 깊이에서 

는 거의 수평으로 된다. 여기에서는 트렌치 동부의 D, E충이 트렌치 서부의 

C충에 충상으로 나타나 전형적인 역단충 구조를 보인다. 

단층운동 시기 

트렌치 A와 B지점의 벽면 관찰에 의하면 우선 W충이 퇴적한 후에 단충활 

동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 이후 W충과 V충온 단충의 동측(상반)에서는 확 

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W충과 V충은 단충활동 후 상대적으로 낮은 하반 

측에 퇴적되었다고 보여진다. 그 다옴 m충이 퇴적되었으며 이 충은 토양화 

가 진행되어 crack의 내부에 상위의 n 층이 침투해 들어가 있다. 이러한 특정 

을 지닌 m충 상부를 경사지게 전단하는 단충면이 확인되었다. 최신 단충활 

동이 일어난 것은 m층 이후 II층의 중하위 부분이 퇴적을- 개시한 후에 단충 

활동이 1-2회 있었다고 판단된다. 

트렌치 C지점의 벽면 관찰에서도 D, E충의 퇴적후 단충활동이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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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C층이 퇴적되었으며 C층 이후 B층의 중하위 부분의 퇴
적 개시후 단 

충활동이 최소 1회 이상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림 IIl-8에 나타낸 바와 같이 

C14연대 측정결과 II층의 중위부는 약 14000 yrBP이고，IIl충의 중위부는 약 

25000 yrBP를 나타내므로 최신 단충운동은 최소한 14000-25000 yrBP에 발생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단층운동에 의한 변위량 

상하 변위량은 단충의 상반(융기부)과 하반에서 관찰되는 퇴적
면의 구배를 

연장하여 단충부근에서 양측의 고도차를 측량하여 알 수 있다. 
그림 III-7파 

그림 III-8에서 m충과 W충의 퇴 적 면으로부터 구한 상하변위 량은 각각
 약 

1.5-1.8m와 약 2.5m이다. 그림 III-10에서 F 충 내의 렌즈상 사질층의 변위도 

약 2-2.5m의 상하 변위량올 나타낸다. 

트렌치 벽면에 나타난 지충과 단충기하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것온 단충 

활동의 누적성과 더불어 VI 충 퇴적 후 2-3회， III 충 퇴적 후 1-2회의 단충운 

동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형면의 변형으로부터 추정되
는 단위 변위 

량은 2회 지진 발생의 경우 약 1.9 m이며， 3회 발생을 가정할 경우 약 1.1m 

로 해석된다. 

따라서 I 두 개소의 트렌치 벽면에 나타난 단충은 동일한 활동양식을 
지니 

고 있다고 사료되며 l 변위지형으로부터 추정된 단충방향도 일치한다. 지표면 

의 단충 추정선올 따라 상하변위량은 중위면인 M1면에서 약 5m, M2변에서 

약 3m, L면에서 약 1m를 나타낸다. 하반측(서측)은 보다 신기의 지충으로
 피 

복되어 있으므로 이 값보다 약간 큰 상하 변위량이 각 지형면의 
형성후에 생 

성되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중위 및 저위단구 력층의 연대시료
는 얻을 수 

없었으며 변위 속도에 관한 확실한 값은 얻을 수 없다. 

C14 연대 측정결과 최신 단충운동은 최소한 14000-25000 yrBP에 발생하였 

다고 사료되며 지진발생시 구한 단위변위량은 약 1.1-1.9m로 해
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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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과거 약 2000년간의 역사시대 동안 발생한 가장 큰 피해를 통반한 지진들 

은 경주 및 울산 일대에서 발생하였다. 야외에 역사지진의 지진단충 중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l 피해 및 진앙분포는 양산단충대나 울산단층대가 

제4기 후기 이후 활동해 오면서 역사지진의 지진원 단층의 역할을 했을 가능 

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변위지형 및 선구조선에 대한 항공사진 판독/ 야외조사， 트렌치 굴삭 조사 

를 통하여 울산단충대에 대한 고지진학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시도하였다. 울 

산 단충대 북부에서 제471 후기 단충운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 

약하면 다옴과 같다. 

1. 울산단충대 동측지괴에서의 선구조선은 주로 NNE-SSW, NE-SW, N-S 

방향이 우세하게 분포한다. NNW-SSE 방향의 울산단충대는 단총대 북부인 

경주 불국사 일대에서 북쪽올 향하여 2개의 역단충으로 발달하여 나타나며 l 

2개 중 서측 단층의 연장선상에 위치한 경주시 북동부의 천북면 갈곡리에는 

개석 선상지성 단구면에 제4기 후기 단충운동에 기인하는 변위지형인 flexure 

scarp가 약 1km 길 이 로 나타난다. 

2. 갈독리 천북목장 일대의 3개소 트렌치 벽면에 관찰된 지충의 변형모양 

으로부터 f 단충은 동측이 융기한 역단충을 나타낸다. 본 지역의 저위면에 나 

타나는 제4기 력충의 두께는 력충하부에서는 30. - 45。 경사를 나타내지만 

표충부근에서는 거의 수명으로 되는 저각도의 역단충 형태률 나타낸다. 

3. 지표 지형면의 상하변위량은 중위변인 M1면에서 약 5m, M2변에서 약 

3m, M1면에서 약 1m로서 누적적인 변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단충 하반측온 

보다 신기의 지충으로 피복되어 있어 이 값보다 약간 큰 상하변위량이 각 지 

형면의 형성후에 생성되었다고 추정된다. 중위 및 저위단구 역충의 연대시료 

는 얻을 수 없었다. 

4. 본 지역의 제471 퇴적충 내에 기록된 단충운동은 VI-VIII 충의 퇴척후 

2-3회이며/ 지형면의 변형으로부터 추정되는 지진발생시의 단위 변위량은 약 

1.1-1.9m로 추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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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14 연대 측정결과 최신 단충운동은 최소한 14000-25000 yrBP에 발생하 

였다고 사료된다. 

단충운동은 동일한 옹력장하에서도 단층의 기하에 따라 서로 다
른 단충운 

동이 가능하다. 한반도에서 발생한 천발지진의 발생기구로부터 구
한 최대 주 

압축력 의 방향은 ENE-WSW로서 압축웅력 장하에 있다(Xu et., 1989; Jun, 

1991; Xu, 1994). 이러한 주압축 방향하에 거의 N-S 방향의 주향과 저각(약 

40' - 45' )의 경사를 지니는 울산 단충대는 위와 같은 용력장하에 기폰의 

단충대가 재활성화하면서 역단충 운동이 가능하다. 한반도 남부지
역온 현재 

와 같은 용력장이 적어도 제4기 혹은 제4기 후기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 

어 위와 같은 단충운동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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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탄성파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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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언 

이 연구는 울산단층의 분절특성 구명을 목적으로 3단계로 실시
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활성단충 연구에 적용되는 지구물리학척 탐사
방법 특성 

올 조사하고 적용사례를 검토하였으며l 두 번째 단계로 워커웨이 방식을 통 

하여 단충구간파 분절구간의 탄성파 속도 이방성을 측정 I 분석하였다. 세 번 

째 단계로는 중력추를 이용한 24채널 반사파 단면조사를 실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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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층 분절화 연구를 위한 

지구물리학적 조사방법 고찰 

고지진학적 연구(paleoseismic study)의 역사는 매우 짧으며， 이에 따라 

지구물리탐사 방법이 활성단충 조사에 적용된 예는 아직 그리
 많지 않다. 

McCalpin(1996)은 그의 저서에서 휠성단충 조사를 위한 탐사지
구물리학적 연 

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지구물리 조사방법은 
고지진학 분 

야에 (1) 지표조사가 이루어진 단충대의 지하지질구조를 밝히고I (2) 지표상의 

혼적이 없는 지하에 매몰된 단충을 탐지하며 I (3) 호수저나 해양저의 파쇄 특 

성올 구명하는 데 사용되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용도에 척합하기
 위해서는 

수평 및 수직 분해능이 높아야 하고l 물리적 특성이 유사한 미고결충들을 구 

분할 수 있어야 하며I 탐지심도 10 m 이내가 보통이다. 적용방법별 특성 및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육상 탄성파 탐사 

반사법 및 굴절법이 단충을 탐지하고I 단층이 습곡 동의 지하지충 특성 

올 밝히는데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굴절법온 반사법보다 분해
능이 훨씬 

떨어지며， 이에 따라 규모가 큰 단충만을 탐지할 수 있는 제약이
 었다. 반사 

법온 수직변위가 있는 단충 탐지에 적절한 반면l 각 지진의 규모 및 시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굴절법이 고지진학적 측면에서 단충탐지에 척용된 예로는 Peltron et 

al. (1985)이 미국 Idaho주의 Borak Peak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단충블럭 탐지와 

김기영 • 우남철 (1999)이 언양부근 양산단충대에서 수직변위 단충위치 구명 

및 상대적 단충밀도 산출을 들 수 있다. 

활성단충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구물리학적 방법인 고
분해능 반 

사파탐사의 적용 예는 북미의 대표적 활성단충인 미국 Utah주
 Wasatch 단충 

대에서 찾을 수 있다. Crone and Harding(1984a)온 Mini Sosie 파원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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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신생대 제4기 호성충 및 충적력을 단절하는 정단층을 탐지한 바 있고l 

또한 지표 단충애 사이의 매몰 정단층을 영상화 한 바 있다
(Crone and 

Harding, 1984b). 이 단층은 후에 Benson and Mustoe(1991) 및 Stephenson 

et a l. (1993)에 의해 재조사되어 더욱 좋은 단충 영상을 얻은 바
 있다. 

Stephenson et al. (1993)은 또한 이 단충대의 단충애와 지구로 구성된 지질의
 

단충면과 단충쪽으로 경사진 지충구조를 성공적으로 영상화 
하였다. 그림 

IV-1는 트렌치 결과 밝혀 진 거 리 25-40 m 구간의 작은 단충들이 반사파 단면 

상에 뚜렷히 나타나지 않으나I 트렌치 자료에서는 알 수 없는 단층의 경사 

변화를 나타내 준다. 즉l 거리 2-8 m, 43 m 부근의 비교척 변위가 큰 단층의 

경사가 깊이 증가에 따라 작아지는 양상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 밖에도 

Miller and Steeples(1986)와 Treadway et al. (1988)는 미 국 Idaho주 Borah 

Peak 단층의 천부 지형변화 특성올 구명하였고， Myers et a l. (1987), Miller et 

al. (1990)는 미국 Oklahoma주의 제4기 단층인 Meers 단충 구조를 밝힌 바 있 

다. 

한편 국내에서는 주로 양산단충대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김기영 외 

(1998a) 및 김기영 · 김교홍(1999)은 양산단층이 통과하는 경주-안강 사이 지 

역에서 충적충 하부의 양산단충대 내의 파쇄대를 영상화한 바
 있으며(그림 

IV-2), 지표 정밀고도 측량 자료 및 미소 중력자료 둥을 함께 사용하여 단
충 

의 시기가 오래되지 않았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김기영 외 (1999b)는 경재복 

(1998)이 트렌치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 경주시 천북면 지역에서 
2-5 m 깊이 

의 기반암을， Kim and W 00(1997)는 언양부근 양산단충대 충척충 하부 단충 

을 각각 영상화한 바 있다. 

해상 탄성파 탐사 

해상 탄성파 탐사는 해저면이나 호수 바닥의 형태와 수충 하
부에 쌓여 

있는 퇴적충의 충서 및 구조를 구명하기 위하여 반사법이 주로 
사용되어 진 

다. 적 용 예 로는 Legg et al. (1989)이 SeaBeam을 사용하여 미 국 California주 

해저의 우수향 San Clemente 단층을 따라 지구조와 관련된 여러 지형을 찾 

아내었고I 유사하게 Appelgate et al. (1992)은 미국 Oregon주 해저의 좌수향 

단층을 SeaMarc 1 및 SeaBeam을 이용하여 해저 유로의 상대이동이 12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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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에 달함을 발견하고/ 연간 5-12 mm가 이동되었음을 계산하였다. 한편 정미 

숙 외 (1999)가 기존 심부 탄성파 자료를 고해상도로 재처리하여 천부단층을 

구명한 바 있다. 그림 IV-3은 동해에서 획득한 96채널 심부탄성파 자료를 재 

처리하여 구한 단면으로 제4기 단충 및 가스의 존재를 보여준다. 

속도 이방성 연구 

균열， 절리 I 단충/ 파쇄대 등은 탄성파 속도가 방향에 따라 변하는 이방 

성을 나타내는 지질구조적 원인으토/ 방향에 따른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단열 

의 특성을 밝힐 수 있다(Kim et al., 1996). 이러한 특성올 이용하여 김기영 

외 (1998b)는 안강부근에서 P파 및 SH파의 속도 이방성올 측정하여 남북방향 

으로 발달된 파쇄대의 P파 및 SH파 이방계수를 각각 0.054와 0.355으로 구하 

였다. 또한 이들 이방계수들과 비균열 포와송비 0.448를 이용하여 구한 균열 

밀도는 0.284로I 조사지 하부 굴절면에 남북방향의 균열이 매우 잘 발달하여 

있옴을 밝혔다. 

지오레이다 (GPR) 

탄성파 탐사법에서는 100 Hz 정도의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반해， 80-300 

MHz의 높온 주파수 대역올 사용함에 따라 해상도가 6-30 cm로 매우 높은 

반면l 점토 및 전해성 물질이 용해된 물 둥에서는 감쇠가 너무 심하여 사용 

에 제한이 따른다. 실제로 적용한 예로는 Bilham(1985)과 Bilham and 

Seeber(1985)가 80-300 MHz를 사용하여 Borah Peak의 단충애 에 서 선사시 대 

쐐기형의 봉척구조 발견하였으나I 조립질 붕적층이나 션상지 충적충에서 불 

량한 결과를 얻었다. 그림 IV-4는 Bilham (1985)이 300 MHz 안테나률 이용 

하여 ldaho주의 Lone Cedar Creek에서 기록한 80 m GPR 단면으로I 약 4m 

깊이에 단충의 활성운동으로 반사면이 교란되어 있옴올 보인다. Smith and 

I이 (1995)온 Wasatch 단충 지역에서 넓은 단충대를 영상화한 바 있다. 

자력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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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을 이용한 방법은 이 방법이 갖는 한계로 인하여 주로 대규모 단층 

을 항공자력탐사법으로 탐지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Smith(1967)는 항공 

자력탐사로 미국 Basin and Range 지역의 대규모 단층을 탐지한 바 있으며/ 

Bai1ey(1974)는 California에서 자탐기로 단충비지를 탐지하였다. Salyards et 

al. (1992)는 San Andreas 단층에 서 50 m 이 내 시 료를 대 상으로 고지 자기 측 

정하여 넓은 변형대의 소성변형으로 인한 회전을 증명하였다. 

중력탐사 

중력을 이용한 방법은 경사이동 단충일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며 l 일반 

중력탐사와는 달리 측정간격이 조밀하고 정밀한 측정이 요구되는 특정이 있 

다. 적 용 예 로는 Benson and Baer(1987)가 측점 간격 7.6-12.2 m, 고도 정 밀 성 

3 cm 이내로 측정하여 Wasatch 단층대의 충적충 하부에 매몰된 정단충올 성 

공적으로 탐지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는 김기영 · 이광자(1998)가 안강부근 양 

산단충대에서 측점간격 3 m, 고도 정밀성 0.1 cm 이내로 측정하여 충적충 

10 m 하부의 단충 파쇄대의 위치 l 폭l 깊이 둥을 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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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속도 이밤성 측정 

자료획득 

cu 트::1 λ{ 
^ L!---' 

연구지역은 경주와 울산 사이의 울산단층 지역으로I 행정구역상 경상북 

도 경주시 입실리에서 경상남도 농소읍 매곡리에 해당하며/ 경주-울산간 7번 

국도에 인접한 지역이다(그림 IV -5). 주변 지형으로부터 이 지역의 예상단충 

선 주향이 N18 0 W 정도인 것으로 생각되어 l 단층의 주향과 평행한N180W 방 

향과 이에 수직한 N720 E 방향으로 P파 및 S파 워커웨이 조사측선올 설정하 

였다. 이 지역은 두꺼운 퇴적물로 인해 단층의 노두를 볼 수 없고 대체로 평 

탄한 지형올 이루는 지역으로 비교적 평탄한 논에서 자료를 획득하였다. 굴 

절파의 겉보기 속도로부터 굴절파 속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예상 주향 및 경 

사방향으로 워커웨이 왕복측정 방식을 채택하었다.P파 트레이스 자료를 측 

접 51-511에서는 각각 727~ ， 측점 512-517에서는 각각 96개씩 기록하여 모 

두 2736개의 트레이스 자료를 얻었다.5파 속도측정은 측점 517에서 72개씩 

의 트레이스 자료를 기록하여 모두 288개의 트레이스를 얻었다. 그림 IV-6 및 

7은 측정 517에서 기록한 주향 및 경사 방향의 P파 및 S파 워커웨이 굴절파 

자료를 각각 보여준다. 

상세한 자료획득 변수를 표 IV-1 에 정리하였다. 지변에 놓여 있는 알루미 

늄 판에 5 kg의 해머를 수직으로 타격함으로써 P파를 발생시켰으며， 12채널 

Bison 8012A 장비와 24채널 OYO사의 Mc5EI5-5X 디지털 기록계를 이용하여 

자료를 획득하였다. 5H파의 경우에는 Marthor (Layotte, 1986) 방식을 용용한 

해머 타격식 소형 발생장치를 고안하여 사용하였다. 처리과정에서 5H파를 중 

대시키고 P파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I 각 타격점에서 측선과 수직인 

수평방향(측선으로부터 :t 900 )으로 각각 타격하고 기록하였다. 측점 51-511 

에서는 수신된 인공 지진파 신호를 12채널 기록계에 5EG -1 포뱃으로 기록 

하였고/ 매 30개 기록마다 R5232 연결선을 이용하여 노트북 컴퓨터로 전송하 

였다. 측점 512-517에서는 24채널 기록계를 이용하여 기록하였다.P파 자료 

는 12채널 기록계 이용시(측점 51-511), 0.2 ms 생플률로 192 ms 동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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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5. 울산단충대의 탄성파 속도 이방성 및 반사파 단면초 

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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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Offset (m) 

그림 IV-6. P파 굴절파 워커훼이 기록자료. (a) 주향방향， (b) 경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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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Offset (m) 

4.8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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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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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00 
.A 

200 

3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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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et (m) 
-18 18 36 

그림 IV-7. S파 굴절파 워커웨이 기록자료. (a) 주향방향， (b) 경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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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et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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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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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 탄성 파 속도이 방성 조사 야외 변수 

P wave SH wave 

SOURCE 

Type 5 kg hammer 5 kg hammer 

aluminium plate timber with 2 metal plates 

(16 x 16 x 2.5 cm) (36x21x21 cm) 

Shot Interval 12 m / 24 m 6m 

Vertical Stack 100% 100% 

RECEIVER 

Type 8 / 100-Hz geophones 10-Hz geophones 

Interval 1m 1m 

RECORDER 

Instrument BISON 8012A / OYO OYO 

Recording 
192 / 100 ms 500 ms 

Length 
Sampling 

0.2 / 0.1 ms 0.5 ms 
Interval 

LAYOUT 

Type walkaway walkaway 

Trace Interval 1m 1m 

Near-trace Offset 1m 1m 

Far-trace offset 36/48m 36 m 

Number of Channel 12 / 24 6 

Analog Filter 35 - 1000 Hz 35 - 1000 Hz 

(Butterworth) (Butterworth) 

Gain Type Constant Gain Constant Gain 

- 96 -



하였으며， 24채널 기록계로 기록한 측점 512-517에서는 생플률 0.1 ms, 기록 

길이 100 ms의 변수를 선택하였다.5파 자료의 경우는 매 기록당 0.5 ms 샘 

플률로 500 ms 동안 기록하였다. 

수진기로는 P파의 경우 측점 51-511에서는 8 Hz 수직지오폰 12개 I 측점 

512-517에서는 100 Hz 수직지오폰 24개를 사용하였다.5파의 경우에 8 Hz 

수평지오폰 6개를 각 1m 간격으로 지면과 수직으로 고정시킨 후I 옳짚이 

1-48 m가 되도록 파원올 이동시키면서 워커웨이 방식으로 기록하였으며/ 지 

오폰의 운동축이 측선과 수직이 되도록 조심하여 설치하였다. 

현장조사시 알리아싱 방지용 고주파 차단필터만을 사용하였고/ 채널당 

상수이득(constant gain)만올 적용하였다. 

자료처리 및 방법 

자료처 리 는 주로 Power Macintosh 7600에 설 치 된 5eismic Processing 

W orkshop (5PW)올 이용하였으며， 최소자숭법에 의한 굴절파 속도분석은 PC 

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현장에서 5EG-1과 5EG-2 포뱃으로 기록된 자료들은 실내처리를 위하여 

5PW 내부포뱃으로 변화시켰다. 타격접 기록들을 측점별로 묶온 후I 생플률I 

기록시간l 파원과 지오폰 위치에 관한 정보 둥 자료에 관한 기초정보를 컴퓨 

터에 입력시킨 후l 옳셋에 따라 분류하였다. 비교적 평탄한 논에서 자료를 획 

득하였지만 약간의 고도차가 있는 곳에서 기록한 자료는 고도변화에 따른 정 

보정을 실시하였으며， 일부 타격점별로 정보정올 실시하였다. 정보정 과정을 

거친 자료를 대상으로 동일 굴절면에 의한 굴절파 초동을 측정하였으며 I 측 

정된 초동을 최소자숭법을 이용하여 겉보기 속도를 구하였다. 동일한 지오폰 

스프레드로별로 왕복측정한 자료의 굴절파 겉보기 속도 쌍을 이용하여 l 굴절 

면의 속도와 경사각을 구하였다. 

측정별로 주향 및 경사 방향의 굴절파 속도 쌍을 이용하여 속도 이방계 

수를 구하였다. Thomsen (1986)이 제시한 P파 이방계수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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ê 
u&st끼 - ug(뼈) 

2 u&이;p) 

을 이용하여 구하였으며(김기영 둥， 1998b), 결과를 표 IV-2에 요약하였다. 

SH파의 경우， 매 타격점에서 측선에 수직인 두 수평방향(::t 90
0 )으로 타격 

한 자료를 서로 빼줌으로써， SH파의 진폭은 2배가 되고 P파는 제거하는 과 

정을 거쳤다. 기타 처리과정은 P파 자료와 유사하며， SH파의 이방계수 γ는 

r = 
야(뼈) - u&S끼 

2u&m) 

을 이용하여 구하였으며(김기영 둥， 1998b), 결과를 P파 이방계수와 함께 표 

IV-2에 표시하였다. 

자료분석 

모두 17개 측점에서 기록한 P파 속도는 평균 1787 mjs로l 기반암 풍화 

층의 상부에서 굴절된 파로 해석된다(표 2). 또한 이 굴절파의 겉보기 속도로 

부터 계산한 굴절면의 최대경사는 8。 미만/ 평균 0.3。 정도로 거의 수명으로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단충파쇄대에 의한 이방성온 평균 0.056으로 미약하게 방향으
로 구조션 

이 주향이 놓여 있옴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그러나 전체 17개 
측점중 절반 

가량인 8개 측점에셔 옵의 이방성을 갖는 것은 (1) 실제로 동서 방향의 구조 

선이 남북방향 못지 않게 많이 발달되어 있거나， (2) 측정오차가 파쇄대에 의 

한 속도 이방성보다 더 큰 경우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경상북도
 경주시 모 

화리 부근의 7개 측점에서는 절반 이상인 4개 측점에서 이방성이 옴수(-)로 

측정되어 이 부근 울산단층의 주향으로 예상한 N18
0W의 주향방향보다도 경 

사방향의 구조선이 발달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도경
계률 기준으 

로 남쪽에서는 예상 주향방향의 속도가 예상 경사방향의 속도보
다 빠른 정상 

척인 이방성을 보인다. 이렇게 도경계 남쪽에서는 울산단충이 예
상 주향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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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2. 탄성 파 속도이 방성 결과표 

Apparent Veglty Ref. Ve|. 
Dip 

Apparent Vel@iW Ref. Vel. 대p 
(m!s) (m!s) 이방채수(t) 

N - S S - N (N-S) 메s (degr않) E - W W - E (E-W) m!s (degree) 

Sl 2051.6 1527.5 1702.1 1.969 1595.0 1925.5 1695.5 1.267 O.α)4 

S2 1481.6 1797.2 1570.5 -1.402 1930.1 17때.0 17없.5 -0.665 -0.112 

S3 1463.3 2678.4 1847.7 -3.잃8 1336.1 1478.7 1339.8 0.863 0.451 

S4 20떼.3 1959.4 1951.9 0.208 1567.5 2112.9 1752.3 1.936 0.120 

S5 1767.0 1790.6 1730.6 -0.088 1659.5 2359.4 1905.1 2.093 -0.087 

S6 2051.0 1817.9 1883.5 0.7앓 1481.8 2445.2 17잃.1 3.123 O.여8 

S7 2028.7 1687.1 1975.9 1.172 1603.3 1766.8 1629.7 0.681 0.107 

S8 171없.8 2082.5 1868.5 -0.998 1061 .4 3275.0 1548.8 7.닮2 0.228 

S9 1168.6 1069.4 1029.0 0.974 1215.8 1130.7 1090.0 -0.755 -0.054 

S10 1514.0 1956.8 1656.6 -1.762 1없3.0 1048.7 1279.6 -5.079 0.338 

Sll 2088.1 2020.3 2012.7 0.188 2308.6 2039.9 2127.3 -0.665 -0.052 

S12 2274.1 1258.6 1566.7 4.2∞ 2308.6 1863.1 2021.3 -1.210 -0.200 

S13 1966.8 1767.3 1816.0 0.673 2103.5 1848.8 1925.0 -0.767 -0.0똥 

S14 3183.0 2624.9 2없8.6 0.773 엉89.5 1976.7 2242.1 -1.561 0.307 

S15 1929.4 1528.9 1655.4 1.601 2289.9 1잃4.9 1897.7 -1.837 -0.120 

S16 2303.8 2000.3 2102.2 0.7없 1886.8 1631.8 1701.0 -0.975 0.264 

S17 2200.9 1440.8 1 앉~.2 2.824 2303.8 2364.7 2298.2 0.130 -O.Z갱 

916.0 823.0 842.2 1.594 869.0 727.3 764.3 -3.084 -0.01:뭘 
............ •••••••••••••••• _ •••••••••••••••• _ ••••••••• u ••••••••••••••••••••••••••• .............................................. ‘ ............................. ......................... 

Ave. 1957.1 1824.0 1807.7 O.없2 1없6.7 1923.1 1766.8 0.244 0.056 

Max. 3183.0 2678.4 2없8.6 4.200 2989.5 3275.0 2298.2 7.562 0.451 

Min. 1168.6 1069.4 1029.0 3.683 1061 .4 1048.7 1αll.O 5.079 -0.229 

Std. 뼈6.431 416.7잃 357.203 1.802 451.때5 520.623 327.819 2.657 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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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달되어 있올 가능성이 높으나/ 도경계선 북쪽으로 단층이 주향이 여 

러 방향으로 갈라지거나 경사방향으로 발달된 구조선이 발달해 있을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단층이 도경계선 부근을 경계로 분절되어 있을 가 

능성을 시사한다. 

측점 517에서 기록한 S파 굴절파 속도 -0.088의 매우 약한 옴(-)의 이방성 

을 갖는 것으로 계산되나l 오직 1개 측점에서만 측정하여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추후 더욱 많은 측정에서의 자료가 추가하여야 통계적 신뢰도를 높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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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사파 측선조사 

주변 지형 및 지질 

한반도 남동부에는 NNE 방향의 양산단충파 동래단충이 분포하며 이와 

사교하는 NNW 방향의 울산단층이 분포하고 있다. 울산단층은 울산파 경주 

를 잇는 불연속선(김종환 외， 1976; 원종관 외， 1978)으로 최현일 외 (198이와 

김옥준 외 (198이에 의해 울산단층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으며 l 울산 단충대 

또는 울산단충계(김인수 · 김종열， 1983)둥으로 명칭이 혼용되고 있다. 

연구지역의 지질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경계에 놓여 있는 울산단층 지 

역으로I 주변 암상은 주로 백악기 말부터 제3기초의 경상누충군의 하양충군l 

유천충군의 화산암류 및 화강암류로 구성되어 있다. 하양충군의 퇴적암온 혹 

회색의 셰일I 사암/ 역암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구지역의 북부와 납부에 

분포한다(송무영 · 경재복， 1996). 또한， tuff와 화산쇄셜성 퇴적암으로 구성되 

어 연구지역의 중서부에 나타나는 화산암류는 하양충군과 부정합으로 놓여 

있으며 화산활동과 화산암류의 퇴적은 초기 백악기 말에 시작되었고 퇴적은 

제 371 초까지 진행되었다고 추정된다(Park， 199이. 

말방리 인근에는 저단충애가 N-S방향으로 약 5m 높이차로 발달되어 있 

고I 사곡저수지 북측면에서 단층의 노두가 나타나는데 이 단충은 울산단충과 

평행한 en echelon fault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단충발달온 주로 불국사 변동 

과 관계되며 불국사 화강암 복합체의 관입 환경하에 이루어졌다고 추정된다 

(Kim, 1975). 최근 울산단층을 중심으로 그 동측지괴에서 입실단충을 비롯한 

제4기 단충이 여러개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류충렬 외， 1996, 

1997). 

측선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온 경상남도 울산시 농소융 천곡리와 매곡리 

일대로l 지표가 두꺼운 퇴적물로 인해 단층의 노두를 볼 수 없고 대체로 평 

탄한 지형을 이루는 지역이다. 조사측선의 동쪽으로는 중생대 백악기에 관입 

한 화강암 노두가 분포하고， 서쪽으로는 중생대 퇴적암(마산충)이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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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획득 

2000년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실시한 조사측선은 경상
남도 농소 

읍 천독리와 매독리 일대로 지질도 상에 구조선과 대략 직각을 이
루도록 셜 

정되었다(그림 IV -5). 경주-울산간 7번 국도를 기준으로 동쪽파 서쪽에 각각 

237 m와 501 m에 달하는 측선을 설정하였다. 비교적 명탄한 서쪽 측선의 서 

쪽으로 동천이 흐르고I 다소 경사가 있는 동쪽 측선의 동쪽으로는 야산이 이 

어진다. 지표는 주로 논으로， 일부 논은 물에 잠겨 있어 높은 포화
도를 나타 

낸다. 측선조사가 실시된 기간은 농한기로/ 경작지 소옴은 거
의 없는 상태였 

다. 

자료획득변수는 표 IV-3에 요약하였다. 총 738 m에 달하는 조사측선 상 

의 3 m 간격 측점마다 광따거리 측량기를 이용하여 측정오차 :t 3 mm/km 

이내로 고도를 측정하였으며 (Geotronics AB, 1996), 측정자료는 자료처리 정 

보정 단계에 이용되었다. 서쪽 측선의 동쪽 부분을 제외한 구
간에서는 100 

kg 철구를 직경 40 cm, 두께 3 cm의 철판 위에 2.3 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 

켰으며， 논에 물이 고여 첩근이 열악한 서쪽 측선의 동쪽 부분에
서는 5 kg 

해머를 알루미늄 판에 타격하여 지진파를 발생시켰다. 24 채널 OYO 

McSeis-SX 장비를 이용하여 총 1437~ 기록을 얻었다. 타격 및 지오폰 간격과 

근거 리 옳셋올 모두 3 m로 하여 1200 %의 공심 점 (CMP) coverage를 얻었 

다. 0.5 ms 간격으로 500 ms 동안 기록하였으며， 고주파 성분을 많이 기록하 

기 위하여 파원 및 수신 배열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100 Hz 고해상도 지 

오폰을 사용하여 레일리파가 최소한으로 기록되게 하였다. 

자료처리 

자료처리 순서는 일반척인 처리과정을 따랐으며(그림 IV-8), 전처리로는 

포뱃 변환I 고도 보정 둥의 과정이 포함된다. 고도보정온 평균 표충속도 
400 

m/s율 이용하여 측점별로 정보정하였다. 레일리파 감쇠률 위하여
 주파수-파 

수 필터롤 공발점 (common shot point) 모옴자료에 적용시킴으로서I 레일리파 

를 비롯한 900 m/s보다 작용 속도의 탄성파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감쇠시켰 

다. 잡옴이 많이 기록된 트레이스률 편집과정에서 제거하였고，
 반사파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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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3. 탄성파 반사단면 조사 야외변수 

SOURCE 

Type 100 kg wei앙lt drop & 
5 kg hammer 

Shot Interval 3m 

Vertical Stack 300% 

RECEIVER 

Type 100-Hz geophones 

Interval 3m 

RECORDER 

Instrument OYO McSeis-SX 

Recording Length 512 rns 

Sampling Interval 0.5 ms 

LAYOUT 

Type End-on 

Trace Interval 3m 

Near-trace Offset 3m 

Far-trace Offset 12m 

Number of Channel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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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metry & Elevation 

Elevation Correction 

Trace Edit 

Common Offset Sorting 

그림 IV-8. 반사파 자료처 리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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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일관성 잡음인 직접파 및 굴절파 에너지는 초기뮤트로 제거하였다. 

속도분석은 상속도 중합법 (constant velocity stack)올 주로 이용하여 공심점별 

로 정밀 분석중이다. 

자료해석 

그림 IV-9과 10은 서쪽 및 동쪽 측선의 공통옳셋 단면에 기반암 상부면 

과 단층을 표시한 해석단면이다. 이들은 각각 40-50 ms(그림 IV-9)와 20-50 

ms(그림 IV-1이 부근의 기반암 상부면이 많은 단층에 의하여 단절된 모습을 

보여준다. 국도 서편(그림 IV-9)에서 규모가 가장 큰 단충은 측점 80번 부근 

에 존재하며/ 동쪽이 약 10 ms (3-4 m) 상숭한 역단충 형태를 보여준다. 그 

밖 에 도 측 점 10, 27, 35, 41 , 45, 50, 66, 72, 79, 89, 101, 112, 125, 133번 부근 

에서 단층이 인지되며/ 측점 50번과 80번 사이 90 m 구간은 파쇄대가 많이 

발달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도 동편(그립 IV-10)에서도 대부분의 단층은 

동쪽이 상숭한 역단충의 양상으로 보이며 l 측점 3, 7, 13, 18, 21, 28, 33, 41, 

44 번 부근에 단충으로 인한 기반암 상부면의 단철이 인지된다. 이 측선에서 

는 동쪽에 산이 위치하는 지형적 영향으로 서쪽으로 갈수록 기반암이 깊어지 

는데 l 측점 45-49번 구간은 풍화된 기반암 상부면까지의 깊이가 40 m 정도에 

달하여 울산단층의 중심에 가까울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IV-9와 10의 결과만으로 해석한 대략적으로 지충온I 최상부에 속도 

700-1500 mjs의 충적층이 서쪽 측선에서는 5-12 m 정도 두께로 쌓여 있으 

며 l 동쪽 측선에서는 3-40 m로 두께의 변화가 매우 심함올 보인다. 기반암 

풍화층은 신선한 기반암 상부에 동쪽 측선에서는 10-20 m 정도 두께로 분포 

하며， 서쪽 측선에서는 10-50 m 깊이로 표충의 변화 양상파 홉사하게 변한다. 

종합적으로 조사지역의 울산단충은 충척충 하부에 폰재하며/ 탐사 해상 

도 범위에서 20개 이상의 동쪽이 상숭한 역단충들이 기반암 상부충올 단절하 

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반암이 가장 김온 부분은 동쪽 측선의 서쪽 끝 

부분으로l 단층의 중심이 이 부분에 폰재하거나 이보다 서쪽의 철로와 국도 

가 통과하는 부분임을 시사한다. 보다 세밀한 지충 구조 및 충서에 관한 해 

석을 위하여는 상속도 중합법 동의 정밀 속도분석을 퉁한 중합단면도가 작성 

되어야 하며， 시변필터와 디컨볼루션 동 정밀한 처리과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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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I0. 동쪽 측선 공통옮셋 탄성 파 해 석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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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언 

1차년도에는 활성단충 연구에 척합한 지구물리학적 탐사방법 
및 사례를 

조사하고1 속도이방성을 측정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울산단층의 분절구간
올 

밝히며 l 반사파 단면조사를 실시하여 울산단충의 하부의 지질구조를
 구명하 

였다. 각 소주제별 결론은 다옵과 같다. 

1. 고지진학적 연구에 적용되는 지구물리학적 조사방법은 수평 
및 수직 분해 

능이 높아야 하고l 물리적 특성이 유사한 미고결충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 

다. 고분해능 탄성파 반사법l 굴절법 l 탄성파속도 이방성 측정/ 지오레이다l 

미소중력 및 자력탐사 동의 지구물리학적 조사방법이 동원된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탄성파 반사법은 단충 탐지 및 매몰 단층의 영상화， 천
부 지형변화 

특성 구명 둥올 목적으로 적용된다. 

2. 울산단충이 분절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경주-울산 사이의 17개 측점에서
 

P파 및 S파 속도이방성을 측정한 결과/ 기록된 P파는 평균속도
 1787 mjs의 

기반암 풍화충의 상부에서 굴절된 파로 해석되며1 속도이방성은 명굵 0.056으 

로 단충파쇄대에 의한 영향이 미약하게 나타난다. 지역별로는l 도경계 남쪽에 

서는 울산단층이 예상 주향방향으로 발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
으나l 도경계 

선 북쪽으로 단충이 주향이 여러 방향으로 갈라지거나 경사방향으
로 발달된 

구조선이 발달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도
경계선 부근 

올 경계로 단층이 분절되어 있을 가능성올 시사한다. 

3. 경상남도 농소옵 천곡리와 매곡리 일대에서 l 우세한 구조션파 대략 직각을 

이루는 총 738 m의 측선을 따라 반사파 단면조사률 실시한 결과I 서쪽 및 동 

쪽 측선의 공통옳셋 단면은 각각 40-50 ms와 20-50 ms 부근의 기반암 상부 

면이 많온 단층에 의하여 단절된 모습을 보여주며I 대부분의 단충온 동쪽부 

분이 상숭한 역단충의 양상을 보인다. 107~ 이상의 단충이 인지
되는 서쪽 측 

선에서의 측점 50번과 80번 사이 90 m 구간에 파쇄대가 발달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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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되며/ 동쪽 측선에서도 9개 정도의 단층이 기반암 상부변을 단절하고 있 

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쪽측선의 서쪽 끝 부분에서는 풍화된 기반암 상부면 

까지의 깊이가 40 m 정도에 달하여 울산단층의 중심에 가까울 가능성올 시 

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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