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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의 단층에 대한 고지진학적 연구는 1994년 이후 양산단층과 울산단층대를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양산단층대의 경우, 평해, 유계, 언양−통도사 등에서 부분적으로 고지진 활동을 나타내지만, 울산단층대의 경우 단층의

북부와 남부 일부를 제외하고 전 구간에서 단층운동 기록이 나타난다. 고지진에 의한 단층운동의 이력을 보면 양산단층

의 경우 유계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주로 20여만년 이전 기록이 대부분이다. 한편, 울산단층의 경우 운동 시기는 30만년

전 이후 수천년 전까지로 매우 최신까지의 기록이 나타나, 양산단층보다 최근까지 활동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층

운동의 특성은 양산단층은 주로 우수주향이동이 우세하며, 울산단층은 역단층운동이 우세하였다. 이는 이 지역 일대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지진들의 단층운동 감각과 유사함을 보인다. 평균변위율을 통해 단층의 활동도를 평가하는 일본의 경

우에 대비할 경우, 양산단층의 평균변위율인 0.1 ~ 0.04 m/ka은 C 등급에 해당하며, 울산단층대의 평균변위율인 0.2 ~ 0.06

m/ka는 B-C 경계 등급에 해당한다. 각 단층대의 일부 구간에서 외국의 최대변위−규모 경험식에 기초하여 구한 최대 지

진규모는 양산단층대의 유계단층에서는 평균 6.8, 울산단층대의 갈곡단층에서는 7.0의 값을 얻었다. 앞으로 이들 단층대

의 분절화, 역사지진과의 관계 등 많은 해결과제가 남아있다.

주요어: 양산단층대, 울산단층대, 고지진학, 최대 지진규모, 활동도

Abstract: The paleoseismological study in Korea has begun along the Yangsan fault zone (YFZ) and Ulsan fault zone

(UFZ) since 1994. Some evidences related to late Quaternary movement are found at only some part of the YFZ, such

as Pyonghae, Yuge, and Eonyang-Tongdosa areas. However, it is found along the most of the UFZ except the northen

and southern ends of the fault. The dominant time span of faulting events along the YFZ and UFZ are quite different,

and 500 ka to 200 ka and 300 ka to recent time, respectively. The dominant faulting senses of the YFZ and UFZ are

right-lateral strike slip and reverse, respectively. These senses correspond well with the focal mechanism of recent

occurring earthquakes along these two fault zones. If we evaluate the intensity of the activity of the YFZ from the average

slip rate, which is 0.1 ~ 0.04 m/ka, it is comparable with the faults of higher C class in Japan. The slip rate of UFZ,

which is 0.2 ~ 0.06 m/ka, is comparable with the faults of lower B to higher C class.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ximum displacement and magnitude, the maximum earthquake magnitude is evaluated to be 6.8 and 7.0 in the YFZ

and UFZ, respectively. An intensive studies are needed to clarify the problems such as segmentation of faults, return

period, and geological evidences related to historical earthquakes.

Keywords: Yangsan fault zone (YFZ), Ulsan fault zone (UFZ), paleoseismology, maximum earthquake magnitude, activity

of 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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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지진학적인 연구란 현재 활동 중이거나 가까운 과거에

활동한 이력이 있는 단층, 습곡 등의 지질구조에 대한 조사로

서, 이들 지질구조가 과거 역사시대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시

기에 어느 정도의 크기와 시간 간격을 갖고 지진활동을 유발

하여 왔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제4기(최근 약 200

만년) 후기에 들어와 활동한 활동성 지질구조의 위치, 길이,

폭, 단층면의 면적, 형태 등의 기하학적 특성, 이동방향, 단위

이동거리, 단층의 분절화, 단층에 대한 광역 지구조 응력

방향, 다른 지질구조와의 연관성, 최대 잠재지진의 크기, 재래

주기(변위이력과 연관) 등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의미한다. 

역사시대에 발생한 지진의 지진단층 규명은 현재로서 역사

문헌상에 지형변위에 대한 부분적인 서술이 있지만 야외에서

지형 및 지질학적인 증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단층

활동의 장기적인 특성을 규명하는 데는 역사 시대 뿐만 아니

라 역사시대 이전인 현세 및 제4기 후기에서의 지진활동의 증

거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에서 발생한 약 2000년간의 역사지진이나 계기지진

자료를 검토해 보면 주 피해 지진은 북한의 북동부를 제외하

고 주로 경주, 울산, 서울, 평양, 홍성일대, 동해안 일대 등 산

발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진앙의 위치가 비교적 확실하고 피

해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과 주요 단층대가 함께 통과

하는 지역이 일차 고지진학적 조사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한반도에서의 단층에 대한 본격적인 고지진학적 조사는 과

거 피해 역사지진이 다수 발생한 경주와 울산 일대를 지나가

는 양산단층대와 울산단층대를 중심으로 1994년 이후 본격적

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양산단층대와 울산단층대는 동

해안에 고리, 월성, 울진지역의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면서

그 이전부터 많은 지질학적 조사가 진행되어 왔으나 제4기 후

기 단층운동에 대한 고진학적 관점에서의 조사는 그 역사가

매우 짧다. 특히, 파괴를 동반한 큰 지진들은 주로 큰 규모의

단층대에서 발생함으로서 양산단층대나 울산단층대가 지진발

생의 지진원대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논문은 양산단층대와 울산단층대를 따라 1994년 이후 지

금까지 조사되어온 지질학적, 지형학적, 고지진학적 조사를 종

합, 분석하여 고지진학적 관점에서 그 결과를 해석하고, 고지

진과 역사지진의 대비,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 등을 점검해 보

고자 한다.

양산단층대

남한에서 발생한 고지진 활동 조사는 1994년 이후 연구가

시작되어 제4기 후기(약 50만년 이후) 단층운동에 대한 고지

진학적 연구를 통해 주로 경상분지 동부 지역에 국한되어 자

료가 축적되어 왔다. 

그 이유는 역사문헌의 피해 기록을 통해 이 지역이 가장 제

4기 단층이 분포할 가능성이 커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왔

다. 양산단층대와 울산단층대가 인접하여 위치한 경주 일대에

는 역사 문헌상 여러 차례의 피해 지진이 발생하였다. Lee &

Na(1983)는 역사지진 및 미소지진 자료를 이용하여 양산단층

대가 활성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Lee and Jin (1991)은 양산

단층대에서 발생한 역사지진 및 계기지진의 분석을 통해 지진

활동의 특성이 서로 다른 3개의 분절(segment)로 나뉘어짐을

밝혔다. 그 이후 활성단층 연구를 통한 고지진 활동 조사는

1994년 한일 공동연구(Okada et al., 1994)를 통해 본격적인 연

구가 시작되게 되었다.

양산 단층의 활동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알려져 있

으며(Otsuki & Ehiro, 1978; Chang et al., 1990; Yoon & Kim,

1990), Jolivet et al. (1991)은 주 활동시기를 14 ~ 42 Ma 임

을 제시하였다. 또한, 양산단층의 구조운동은 마이오세 후기에

가장 활발하였으며, 에오세 이후 최소한 3회의 주향이동 단층

운동과 2회의 경사단층운동을 받았음을 제시하였다(채병곤과

장태우, 1994; 장천중과 장태우, 1998). 양산단층은 주로 우수

주향 이동의 단층운동을 해왔으며, 중부에서는 25 km의 변위

(Choi et al., 1980), 북부에서는 35 km의 변위(Chang et al.,

1990)를 보인다는 것이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양산단층이 제4기 후기에 들어와 어떤 시공간적인

단층운동을 통해 고지진 활동의 역사를 이어 왔는지를 규명하

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이다. 양산 단층의 제4기 단층운

동 연구는 주로 지형적 변위와 대비, 트렌치 조사, 연대측정 등

을 통해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규명된 연구 결과(예: Okada et

al., 1994; 경재복과 장태우, 2001; Kyung, 2003; Okada et al.,

2001; 최위찬 외, 2000; Inoue and Choi, 2006; 양주석, 2006)

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이 지역의 최대지진 평가, 지진

발생 시기, 역사지진과의 관련성, 재래주기 산정 등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단층운동의 시기는 주로 단층에 대한 트렌

치 조사, ESR, OSL, C14 연대측정, 지형 변위 조사, 단구조사

등을 통해 실시되었다. 

Fig. 1은 양산단층대와 인근 지역을 따라 지금까지 조사되어

제4기 후기 단층으로 파악된 노두나 트렌치 지점(Y1 ~ Y14)을

나타낸다. 또한, 이들 각 지점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단층운동

특성 및 연대 결과를 종합하면 양산단층대 북부는 Table 1과

같고, 남부는 Table 2와 같다.

양산단층대의 경우 긴 길이(약 170 km)에 비해 제4기 후기

단층운동의 흔적은 특정 구간, 즉 단층대 북부 일부(평해, 유

계, 벽계 일대) 와 남부 일부(언양 −통도사)에 국한되어 그 기

록이 나타난다. 이는 양산단층대를 따라 제4기 후기 동안 단

층운동이 일부 구간에 국한되었을 가능성과 전 구간에 단층운

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부 지역에서만 그 흔적이 나타날 가

능성 등 2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로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양산단층이 몇 개의 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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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로 나누어져 각 분절의 활동시기가 다른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 

양산단층대 북부 조사(경재복과 장태우, 2001; Kyung,

2003; 이희권, 2002; 양주석, 2006; 최위찬 외, 2000; 김영석과

진광민, 2006)에서 나타난 양산단층의 제4기후기 단층운동은

주로 우수주향 이동 단층을 나타내지만, 지역에 따라 유계리

지역의 유계단층은 역단층 운동을 지시한다. 유계단층은 단층

운동에 의해 중·저위면의 변위가 나타나며, 평균 수직변위율

은 0.04 ~ 0.05 mm/년이며, 마지막 단층운동은 약 2,000 ~

2,400년 BP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경재복과 장태우,

2001).

양산단층 남부(언양−통도사) 약 10 km 구간의 조사(Okada

et al., 1994; 경재복 외, 1999a, 1999b; 경재복, 2002) 결과에

의하면, 양산단층의 주 단층에 평행한 2 ~ 3개조의 단층이 제4

기 후기에 반복적인 단층운동을 해왔다고 판단된다. 제4기 후

기의 단층운동은 주향이동이 우세하며, 항공사진 판독과 지형

변위조사에서는 저·중·고위 하성단구면의 누적적인 변위를

나타내며, 트렌치 조사에서는 고위 하성단구면이 단층운동에

의한 변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평균 수직 및 수평 변위율은 각

각 약 0.02 ~ 0.03 mm/년, 0.05 ~ 0.1 mm/년을 나타낸다. 단층

가우지의 연대측정 결과는 제4기 후기에 들어와서의 단층운동

시기가 지역에 따라 약 100 Ka까지 거슬러 올라온다고 추정

된다(경재복 외, 1999a). 

Table 1과 Table 2의 연대 측정 결과를 종합하여 나타내면

Fig. 2와 같다. 양산단층 북부 3개소에 의하면 주로 400 ~ 500

ka에 주로 활동했다고 보지만, 유계지역의 경우 역사시대에 가

까운 시기까지 단층운동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양산단층 남부

의 경우 이 분절(언양−통도사 구간)은 주로 250 ~ 400 ka에

활동하였다고 추정되지만 상천리 지역의 경우 100 ka까지도

나타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형면을 절단하는 뚜렷한

활성단층으로서의 지질, 지형학적 증거를 나타내는 지역은 북

부와 남부에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이들 단층의 길이와 연장성

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일본은 활성단층의 활동도(degree of fault activity)를 제4기

단층의 평균변위율(S: 단위 m/ka)에 따라 AA (100 > S≥ 10),

A (A (10 > S≥ 1), B (1 > S≥ 0.1), C (0.1 > S≥ 0.01)로

분류하였다(Matsuda, 1975). 양산단층대의 북부와 남부에

나타난 평균 변위 속도인 0.04 ~ 0.1 m/ka를 일본의 경우 대

비해 보면 단층의 활동도는 C class에 해당한다. 따라서, 양산

단층대를 따른 활구조 운동의 활동도는 현재로서는 비교적

낮은 등급에 속한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연대 측정 등 좀 더

많은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보다 정확한 자료해석이 가능할 것

이다.

Fig. 1. Locations of Late Quaternary faults along the Yangsan and

Ulsan fault zones. U1 to U17 and Y1 to 14 indicate the locations

of trench or outcrop along the Ulsan and Yangsan fault zones,

respectively. 

Table 1. Late Quaternary fault characteristics in the northern part of the Yangsan fault zone.

번호 위치 단층명 위도 경도 주향 경사 이동감각 연대 방법 참고문헌

Y1 평해지점 평해
36o44'49.6"N
129o26'39.6"E

N-S ~ 90o 우수향 
500 ± 70 ka
420 ± 70 ka

ESR 양주석(2006)

Y2 유계지점 유계
36o12'05.2"N
129o18'16.2"E

N-S 45oE 
N17oE 44oE 역경사

460 ± 20 ka
1314 yr BP ~
39,400 yr BP

ESR,
14C

하안단구면

최위찬 외(2000)
경재복과 장태우(2001)

Kyung(2003)

Y3 벽계지점 벽계
36o03'34.7"N
129o15'14.0"E

N11oE 80oSE 
~ 90o 우수향

420 ± 30 ka
400 ± 20 ka

ESR 이희권(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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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단층대

울산단층대는 경주시 동부로부터 울산 광역시에 걸쳐

NNW-SSE(혹은 N-S) 방향으로 50 km의 걸쳐 발달된 단층계

로서, 동측의 높은 산지와 서측 산록에 발달된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개석선상지성의 단구면의 경계 지역을 따라 주로 발달

한다. 단구면은 전체적으로 서측으로 경사하고 단구역은 산지

를 구성하는 조립 기반암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측 산지로부

터 서측으로 흘러가는 하천에 의해 형성된 복합합성 선상지

지형면 군이다. 이러한 단구면은 평탄면의 고도, 연속성, 계속

도, 단구역층의 풍화정도, 단구퇴적물을 피복하는 고토양 등의

성질이나 발달 정도에 따라 고위, 중위, 저위 단구면으로 구분

된다. 이러한 개석 선상지 가운데 중위면과 고위면이 단층에

의해 변위되어 나타나는 것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단

구면의 연대는 현재까지 연대추정 자료의 부족으로 확실하게

결정할 수 없으나, Okada 외(1998)는 고위면은 14 ~ 20만년

전, 중위면은 5 ~ 6만년전, 저위면은 2 ~ 3만년전에 형성된 지

층으로 추정하였다. 

전반적으로 울산단층대를 따라 분포하면서 단층에 의해 변

위된 제4기 지층은 중거역의 자갈층이 대부분으로 단층을 따

라 트렌치 조사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나 산지의 산록

으로부터 서쪽으로 급사면을 따라 흐르는 수계망에 의해 형성

된 침식 계곡의 벽면에 드러난 여러 단층노두(왕산단층, 마동

단층, 신계단층, 감산사 단층, 활성단층, 말방단층, 개곡단층,

입실단층, 워원사단층, 이화단층 등)를 통해 개략적인 단층의

형태와 제4기 단층운동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예:

장태우, 2001; 최범영 외 2002; 최위찬 외, 1998, 2000; 류충

렬 외, 2002; Kyung, 1997; Ree and Kwon, 2005). 그러나 단

Table 2. Late Quaternary fault characteristics in the southern part of the Yangsan fault zone.

번호 위치 단층명 위도 경도 주향 경사 이동감각 연대 방법 참고문헌

Y4 신화지점 신화
35o32'55"N
129o07'19E

N40oE 78oNW 역우수향 about 300 ka 고위단구면
 경재복 외

(1999b)

Y5 상천 제 1지점 상천1
35o31'56.44"N

129o06'41.22"E
N20 ~ 70o ~ 85o

30oE SE 역우수향
480±40 ka
340±30 ka

ESR,

고위단구면
양주석(2006),
경재복 외(1999a) 

Y6 상천 제 2지점 상천2
35o32'04.7"N

129o06'40.9"E
 역우수향

about 100 ka
about 300 ka

고위단구면
중위단구면

경재복 외
(1999a) 

Y7 가천 제 1지점 가천1
35o31'14.0"N
129o06'6.4"E

N10o ~ 85oSE 
30oE 역우수향

고위단구면 경재복(2002)

Y8 가천 제 2지점 가천2
35o31'05.71"N
129o06'32.3"E

N37oE 80oNW 우수향
고위단구면

경재복(2002)

Y9 조일지점 조일
35o30'10.3"N
129o06'7.7"E

N10oE 76oSE 역우수향
ESR,

고위단구면
최위찬 외

(2000)

Y10 월평 제 1 지점 월평1
35o29'49.0"N

129o05'29.1"E
N25oE 90o 역우수향 고위단구면

Okada et al. (1994),

최위찬 외(1998)

Y11 월평 제 2 지점
월평2
(신평)

35o29'50.0"N
129o05'37.6"E

N14oE 48o ~ 60oSE 역이동 고위단구면
최위찬 외

(1998)

Y12 웅상지점
웅상

(법기)

35o26'25.7"N
129o07'56.6"E

N28oE 80oNW 우수향

400±50 ka
400±30 ka
370±60 ka
400±40 ka
370±50 ka
600±40 ka
480±70 ka
490±70 ka

ESR 양주석(2006)

Y13 교동지점 교동
35o20'21.2"N

129o01'40.7"E
NW 65o ~ 79oSW 좌수향

310±20 ka
380±60 ka

ESR 이희권(2003)

Y14 다방지점 다방
35o19'35.6"N

129o03'22.9"E
> 3,000 ka ESR 이희권(2003) 

Fig. 2. History of paleo-earthquakes in the Yangsan faul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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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고지진학적 연구를 통한 단층운동의 이력을 규명하기 위

해서는 현재의 단층노두 관찰로는 불충분하다고 본다. 

한편, 울산단층대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층의 북부

와 남부 일부를 제외하고 전 구간에서 단층운동 기록이 나타

난다. 양산단층대는 주로 우수주향이동이 우세하지만, 울산단

층대는 주향방향의 단층 트레이스는 굴곡을 보이면서, 토함산

을 비롯한 동측산지의 융기와 연관된 역단층이 우세한 양상을

나타낸다(Table 3). 이는 이 지역 일대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

는 지진들의 단층운동 감각과 유사함을 보인다. 트렌치 조사에

의하면 단층면은 일반적으로 산지로 갈수록 경사가 급해지며Fig. 3. History of paleo-earthquakes in Ulsan fault zone.

Table 3. Late Quaternary fault characteristics in Ulsan fault zone.

번호 위치 단층명 위도 경도 주향경사 이동감각 연대 방법 참고문헌

U1 갈곡제1 갈곡1
35o53'36.5"N

129o17'25.8"E
N20oW 0o ~ 40o

역단층
13,760±140 yr BP
14,010±240 yr BP

14C,

중위단구면

Okada et al. (2001)
Suzuki et al. (2005) 

경재복 (2007)

U2 갈곡제2 갈곡2
35o53'26.7"N

129o17'19.5"E
N50oE 70oSE 역단층 중위단구면 Okada et al. (1999)

U3 갈곡제3 갈곡3
35o53'13.6"N

129o17'15.3"E
N20oW 30o ~ 60oSE 역단층 중위단구면 최원학 외(2005)

U4  왕산 왕산
35o52'43.3"N

129o19'39.5"E
N35oE 50oSE 역단층

44,610±1,140 yrBP, 54±7 ka
76±5 ka, 90±6 ka
81±5 ka, 82±5 ka

14C
OSL

최원학(2003),
Cheong et al. (2003)

U5 마동
제1

마동1
35o48'00.8"N

129o18'55.8"E
N21oE N21oE 역단층 320±30 Ma ESR 양주석(2006)

U6 마동
제2-N

마동
2-N

35o47'40.0"N
129o19'04.6"E

N40oW 45oNE 

역단층
250 ~ 300 ka
60 ~ 150 ka

고위단구면
중위단구면

윤순옥과 황상일(1999)
Kyung and Lee (2006)

U7 마동
제2-S

마동 
2-S

35o47'32.8"N
129o19'06.0"E

N25oW 56oNE 역단층
250 ~ 300 ka
60 ~ 150 ka

고위단구면
중위단구면

윤순옥과 황상일(1999)
Kyung and Lee (2006)

U8 진현 진현
35o46'58.9"N

129o19'53.9"E
N15oW 70o ~ 80oNE 역단층 250 ~ 300 ka 층서대비

고위단구면
윤순옥과 황상일

(1999)

U9 진티 진티
35o46'52.4"N

129o20'20.0"E
N04oE 30oSE 역단층 250 ~ 300 kaa 층서대비

고위단구면
윤순옥과 황상일

(1999)

U10 감산사
감산사
(괘릉)

35o46'01.7"N
129o20'16.2"E

N30oE 30oSE 역단층

240±20 ka, 320±20 ka
370±20 ka, 320±20 ka

300±10 ka, 

ESR 양주석(2006)

U11 활성리
지점

활성리
35o45'16.8"N

129o20'16.3"E
N27oE 49oSE 역단층 > 3,000 ka ESR  KBSI 분석

U12 말방 말방
35o44'51.4"N

129o20'14.5"E
N-S 30oE 역단층

30,150±290 yrBP
160±30 ka, 180±5 ka

180±60 ka, 210±10 ka

14C, ESR,

고위단구면
중위단구면

양주석(2006)
Okada et al. (1998)

U13 개곡
1지점

개곡1
35o44'02.1"N

129o20'03.1"E
N10oW 20o ~ 50oNE 역단층

2,290±40yBP 7,470±40yrBP
7,910±50yBP 7,820±220yBP
7,850±100yBP 30,660±450BP

31,250±420yBP 12±1 ka

14C
OSL

최위찬 외(2000)
 KBSI 분석,
최원학 외(2005)

U14 입실
지점

입실
35o43'17.3"N

129o21'04.2"E
N-S 75oE 역단층

39,100±2000yBP 27,000yBP
70±39 ka 53±4 ka

14C
OSL

중위단구면

 Lee et al. (2002),

서울대 분석.
 Okada (PC).

U15 원원사 
지점

원원사
35o41'49.7"N

129o21'02.1"E
N5oE 12oSE 역단층

130±10 ka 200±30 ka
400±20 ka 460±50 ka
230±60 ka 480±30 ka

ESR

하위단구면

 Lee and Schwarcz 
(2001)

U16 이화 이화
35o39'44.2"N

129o20'40.5"E
N08oE 74oSE 역단층 660±50 ka ESR

 Lee and 
Schwarcz (2001)

U17 차일 차일
35o37'17.6"N

129o22'10.8"E
N10oW 25oNE 역단층 47,363±12,535 yr BP

14C 손문 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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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쪽 저지대로 갈수록 완만해지면서 convex 구조를 나타낸다

(예: Okada et al., 1998a; Okada et al., 2001).

Fig. 3은 Table 3에 기재된 단층의 위치와 활동시기를 종합

적으로 나타낸다. 고지진에 의한 단층운동의 이력을 보면 양산

단층의 경우 유계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주로 20여만년 이전

기록이 대부분이다. 한편, 울산단층의 경우 운동 시기는 30만

년전 이후 수 천년 전까지로 매우 최신까지의 기록이 나타난

다. 이는 울산단층대를 구성하는 여러 단층들이 현재의 응력장

하에서 재활하여 반복적인 단층운동을 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되어 밝혀진 기록만으로 울산단층대를 따라

지진 재래 주기, 평균 변위율, 단위 변위량 등에 대해 데이터

축적이 충분히 되어있지 않지만 몇몇 단층에서는 유용한 결과

들이 도출되었다. 

평균 수직변위율을 보면, 갈곡단층은 0.1 ~ 0.06 mm/년

(Okada et al., 2001; Suzuki et al., 2005; Inoue and Choi,

2006), 왕산단층은 0.08 mm/년, 하동단층은 0.22 ~ 0.05 mm/

년(Okada et al., 1998b), 말방단층은 0.1 ~ 0.08 mm/년(Okada

et al., 1998a), 계곡단층은 0.15 mm/년(Inoue and Choi, 2006)

로서 전체적으로 0.06 ~ 0.2 mm/년의 분포를 나타낸다. 이는

제4기단층의 평균변위율로 활성단층의 활성도를 평가하는 일

본의 경우에 대비하면 B-C급의 경계 구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진 발생 시 단층에 나타나는 단위 수직변위량(one

time vertical slip)은 갈곡단층에서 0.8 m (Okada et al., 2001;

Suzuki et al., 2005; Inoue and Choi, 2006) 이며, 순변위량(net

slip)은 1.6 m (Suzuki et al., 2005)를 나타낸다. 개곡단층의 단

위 수직변위량은 약 1.5 m (Inoue and Choi, 2006)로 추정되

고 있다. 

지진의 재래주기(return period)는 갈곡단층에서 7 ka (Inoue

and Choi, 2006) ~ 10 ka (Suzuki et al., 2005), 개곡단층에서

약 15 ka (Inoue and Choi, 2006)로 추정된다. 

울산 단층대를 어떻게 분절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 하느냐는

지금까지 조사되어온 제4기 단층 운동의 활동도(재래주기, 최

근활동 연대, 변위량 등)에 기초하여 구분하기에는 자료가 충

분하지 않으며, 과거와 현재의 지진활동, 지형학적, 지구조적

인 관점에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최대 지진 규모 평가

Slimmons (1982)은 어떤 단층 혹은 단층대에서 발생하리라

기대되는 최대지진(maximum earthquake or maximum credi-

ble earthquake)의 규모를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최대 역사지진

이용 방법, 고지진 활동 이용 방법, 단층의 분절을 이용하는 방

법, 단층의 길이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표변위를 동반하는 중, 대규모의 지진발

생이 드물고, 역사시대 동안 있었던 피해지진도 상세한 지표변

위에 대한 기록이 미흡하고 역사시대 이전의 제 4기 후기 단

층 운동에 대해서도 지진의 규모와 단층과의 관계를 정확히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지진 규모에 영

향을 미치는 단층요소들을 알아보고, 큰 규모의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외국의 지표 활성단층과 최대 지진규모와의 관

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국내의 제4기 후기 단층에

서의 발생 가능한 최대지진의 규모를 산정해 보고자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활성단층의 재래주기가 수

백년−수만년으로 길기 때문에 최대지진 규모를 산정하는 연

구에서는 역사지진 또는 계기지진 관측 자료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단층운동에 의한 지질학적, 지

형학적 단층운동의 특성에 대한 야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장

기적인 단층 거동특성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진 규모 산정 방법

지진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지진에 의한 2차 지반진동 증거

보다는 1차 단층대 증거(지표 파열길이 또는 변위 등)로부터

산정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이용된다. 즉, 최대변위

에 의한 방법(예: Bonilla et al., 1984; Wells and Coppersmith,

1994), 지표 파열 길이에 의한 방법(예: Slemmons, 1982;

Bonilla et al., 1984; Khromovskikh, 1989; Wells and Coppersmith,

1994), 평균 변위에 의한 방법(예: Kanamori, 1977), 지표파열

길이(L) × 최대변위(D)에 의한 방법(예: (Slemmons, 1982;

Bonilla et al., 1984; Mason, 1992), 파열 면적에 의한 방법(예:

Wells and Coppersmith, 1994) 등이 있다. 그러나 각 방법에

따라 추정규모에 있어서 다양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최대 변위(maximum displacement)에 의한 방법은 지진에

의해 발생된 최대변위 측정값과 지진규모와의 경험식에 바탕

을 둔 방법이다. 현재까지 최대 변위와 지진의 규모 간에 다양

한 경험식이 개발되어 있고, 이들의 적용은 단층의 종류에 따

라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지표 파열 길이에 의한 방법은 규모가 알려진 역사지진의

지표파열 길이(surface rupture length)와 지진의 규모를 대비하

는 방법이다. 지표 파열길이 측정시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이 내재된다. 즉, 변위가 점차 소멸되어 파열길이의 끝이

정밀하게 검증되지 않거나, 단층 파열을 흡수하거나 감추는 사

태, 건열, 식생, 기타 다른 물질에 의해 끝 지점이 희미해지거

나, 주단층과 부수단층간 구별의 어려움, 커브(curves), 중첩

(overlap)과 같은 단층 기하상 불규칙성이 포함되거나 배제되

는 등의 요인이 있다.

지표파열길이(L) × 최대변위(D)에 의한 방법 즉 L과 D 모

두를 이용하는 것은 개별적인 변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지진에

대한 물리적 정보를 좀 더 결합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몇몇 연

구자(Slemmons, 1982; Bonilla et al., 1984)는 log LD에 대한

Ms의 회귀가 L 또는 D 각각을 사용한 회귀보다 높은 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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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가지는 것을 주장하였다. Mason(1992)은 LD 회귀가 더

잘 맞다는 사실은 파열길이는 규모를 체계적으로 작게 나타내

는 반면 변위는 체계적으로 규모를 크게 나타낸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 

평균 변위에 의한 방법은 지진모멘트는 단층면상에서 최대

변위가 아닌 평균지하변위(average subsurface displacement)와

선형적인 함수관계를 보이는 것에 기초하였다. Wells and

Coppersmith (1994)는 지진 모멘트가 계산될 수 있는 곳에서

평균 지하 변위는 최대 변위의 76% 정도이고 평균지하변위는

평균지표변위의 132%임을 보였다. 

파열 면적 방법은 역사지진 규모와 여진의 공간적 분포로부

터 결정된 파열 면적간의 경험적 관계를 이용한다(Wells and

Coppersmith, 1994). 이 방법은 지하 파열 길이와 여진이 일어

나는 하향 경사 방향의 폭을 곱하여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다.

최대 지진 규모 평가

최대 지진을 평가하는 여러 방법 중, 우리나라 활단층에 적

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최대 변위를 이용하는 방법

밖에 없다. 지표파열 길이나 파열 면적의 추정에는 많은 불확

실성이 내재하기 때문이다. 최대변위는 각 단층의 트렌치 조

사, 노두 조사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구할 수 있다.

양산단층대와 울산단층대를 따라 제4기 후기 단층 운동에

대한 기 조사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누적 변위량은 구할 수 있

으나, 1회의 단층 운동에 기인한 단위 변위량을 구할 수 있는

단층이 흔하지 않다. 양산단층대에서는 단층 북부의 유계단층

에서의 트렌치 조사 결과, 역단층 운동을 통해 Holocene

alluvial gravel의 단위 수직변위량이 0.5 m, 단층면을 따른 변

위량은 약 1.0 m를 나타낸다(Kyung, 2003), 김영석과 진광민

(2006)은 양산단층대 유계단층에서 최대 단층변위를 이용한

지진규모를 6.5 ~ 7.5 산정한 바 있다. 울산단층대에서는 갈곡

단층에서의 트렌치 조사 결과 역단층운동을 통해 단위 수직

변위량이 0.8 m, 순변위량 1.6 m (Suzuki et al., 2005; 경재복,

2007)를 보인다. 이 변위량을 최대 변위량이라고 가정할 경우

최대지진규모 평가는 최대변위-규모간 경험식(Table 4) 중 세

계 여러 지역의 역단층 및 여러 유형의 단층에 적용 가능한 식

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Table 4에서와 같이 여러 공식에 대입하여 그 평균을 구한

결과, 최대지진규모는 양산단층대의 유계단층에서는 평균 6.8,

울산단층대의 갈곡단층에서는 7.0의 값을 얻었다.

고지진과 역사지진의 비교

양산 단층대와 울산단층대를 따라 역사 시대 이전에 발생한

고지진(Paleo-earthquakes)과 지난 2000년간의 역사시대에 발

생한 역사지진(Historical earthquakes)을 비교 평가하는 것은

장기적인 지진예지와 지진활동 연구에 매우 중요하다. Table 5

는 역사시대에 이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지진의 기록이다. 이들

지진의 피해 및 감진 정도를 보면 몇몇 지진의 경우 단층을 따

라 지표에 rupture를 동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들 역사

지진에 대해 평가된 규모(Lee and Yang, 2006)는 고지진의 평

가 규모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까지 단층

조사를 통해 역사지진과 관련된 지표변위나 지형학적인 증거

를 발견할 수 없다.

경주일대는 NNE-SSW 주향의 양산단층대와 NNW-SSE 내

지 N-S 주향의 울산단층대가 매우 인접하여 통과하고 있다.

Table 5와 Fig. 4의 경주지역 피해지진들이 어느 단층대에서

발생하였는지 앞으로 밝혀져야 할 과제이다. 1643년 지진

(Fig. 5)은 울산단층대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며, 역사문헌

기록으로 보아 지표상에 지형적 변위나 단층이 출현했을 가능

성이 매우 높다. 만약 이들 지진과 관련된 지표상의 변위나

rupture evidence가 발견될 경우, 이는 우리나라 활성단층의 연

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Table 4. Empirical formula between maximum displacement (D) and magnitude (M).

Authors Relations
Yangsan F.Z.
(Yuge fault)

D=1.0 m

Ulsan F.Z.
(Galgok fault)

D=1.6 m
Data range or Remark 

 Iida (1965, All)  logD(m)=0.55M − 3.71 6.7 7.1 M: 6.6 ~ 8.6, WW

 Slemmons (1982. R)  Ms = 6.793 + 1.306logD(m) 6.8 7.1 M: 5.9 ~ 7.7, D: 0.3 ~ 4 m, WW

 Slemmons (1982, R+SS)  Ms = 6.944 + 0.856logD(m) 6.9 7.1  WW

 Bonilla et al. (1984, All)  Ms = 6.95 + 0.723logD(m) 7.0 7.1  WW

 Bonilla et al. (1984, All)  Ms = 6.93 + 0.665logD(m) 6.9 7.1  plate interiors

 Wells & Coppersmith (1994, R)  Mw = 6.52 + 0.44logD(m) 6.5 6.6  M: 4 ~ 7.4, D: 0.11 ~ 6.5 m, WW

 Wells & Coppersmith (1994, All)  Mw = 6.69 + 0.74logD(m) 6.7 6.8  M: 5.2 ~ 8.1, D: 0.01 ~ 14.6 m, WW

Average 6.8 7.0

Maximum 7.0 7.1

Minimum 6.5 6.6

*R − reverse fault, SS − strike slip fault, All − all fault types, WW: worldwid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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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후기 이후 고지진 활동의 흔적은 양산단층대와 울산

단층대 그리고 동해안의 일부 단층(읍천단층, 수렴단층)에 나

타나지만, 좀 더 연구가 진행되면 타 지역에도 존재할 가능성

이 있다. 이는 역사시대에 발생한 피해지진이나 지진활동이 활

발했던 곳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분산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양산 및 울산단층대에 대한 제4기 후기 단층운동에 대한 조

사는 1994년 이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 많은 해

결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까지 두 단층대에 대하여 제4기 후

Table 5. Major historical earthquakes occurred around the Yangsan and Ulsan fault zones.

No. year/month/day Latitude Longitude Description of damages
Intensity

(Lee & Yang, 2006)
Magnitude ML 

(Lee & Yang, 2006)

1 100/10/ 35.8 129.3 경주지진. 민가붕괴, 인명피해 VIII-IX 6.7

2 304/9/ 35.8 129.3 경주지진. 민가붕괴, 인명피해 VIII-IX 6.7

3 510/5/ 35.8 129.3 경주지진. 민가붕괴, 인명피해 VIII-IX 6.7

4 779/3/ 35.8 129.3 경주지진. 민가붕괴, 인명피해 100여 명 VIII-IX 6.7

5 1036/7/23 35.8 129.3 경주지진. 가옥 다수 훼손, 불국사 불문 남쪽 부속시설, 행랑
시설 붕괴, 석가탑 붕괴 일보 직전, 3일간 지속

VIII 6.4

6 1643/7/24 35.5 129.5 2일간 발생. 대구, 안동, 김해, 영득 등 고을: 봉화대·성벽
붕괴. 울산: 밀물과 썰물 출입, 지표면 균열, 건답(6곳) 무너
짐, 용수·모래 분출

VIII-IX 6.7

Fig. 4. Location of damaging earthquakes (MMI VIII-IX) which

occurred Kyungju city in A.D. 100, 304, 510 and 779 (a), and 1036

(b). Broken line indicates the estimated felt area corresponding to

MMI II-III. 

Fig. 5. Location and felt area of damaging earthquakes (MMI VIII-

IX) which occurred Ulsan city in July 24, 1643. Solid and broken

lines indicate the estimated felt area corresponding to MMI VI-VII

and II-III,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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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단층운동 조사를 통해 밝혀진 고지진 활동을 종합하여 분

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 양산단층대의 경우, 긴 단층대와 단층대에 평행한 단층

을 따라 평해, 유계, 언양-통도사 등에서 부분적으로 고지진 활

동을 나타내고, 각 지역에 여러 회의 단층운동 기록을 보여준

다. 양산단층대를 따라 제4기후기 동안 단층운동이 일부 구간

에 국한되었을 가능성과 전 구간에 단층운동이 있었다 하더라

도 일부 지역에서만 그 흔적이 나타날 가능성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양산단층이

몇 개의 분절로 구분되고, 각 분절의 활동시기가 다른 것이 아

닌가 추정된다. 

나. 울산단층대의 경우 단층의 북부와 남부 일부를 제외하고

전 구간에서 단층운동 기록이 나타난다. 단층운동의 특성은 양

산단층은 주로 우수주향이동이 우세하며, 울산단층은 역단층

운동이 우세하였다. 이는 이 지역 일대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

는 지진들의 단층운동 감각과 유사함을 보인다.

다. 고지진에 의한 단층운동의 이력을 보면 양산단층의 경우

유계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주로 20여만년 이전 기록이 대부분

이다. 한편, 울산단층의 경우 운동 시기는 30만년전 이후 수천

년 전까지로 매우 최신까지의 기록이 나타나, 양산단층보다 최

근까지 활동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평균변위율을 통해 단층의 활동도를 평가하는 일본의 경

우에 대비할 경우, 양산단층의 평균변위율인 0.1 ~ 0.04 m/ka

은 C 등급에 해당하며, 울산단층대의 평균변위율인 0.2 ~ 0.06

m/ka는 B-C 경계 등급에 해당한다. 

마. 각 단층대의 일부 구간에서 외국의 최대변위−규모의 경

험식에 기초하여 평가한 최대지진의 규모는 양산단층대의 유

계단층에서는 평균 6.8, 울산단층대의 갈곡단층에서는 7.0의

값을 얻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시대 동안 있었던 피해 지

진의 상세한 지표 변이에 대한 기록이 미흡하고 지진의 규모

와 단층과의 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지진 사례가 거의 없었

다. 따라서, 최대지진 평가는 국외의 경험식에 비추어 평가해

야 하므로 그 결과에 불확실성이 내재될 수 밖에 없다.

바. 지진의 재래주기는 극히 일부 단층에서만 추정되었으며,

울산 단층대의 갈곡단층에서 약 7 ka, 개곡단층에서 약 15 ka

로서 비교적 긴 재래주기를 나타낸다.

단층의 고지진학적 이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동일 혹은 유

사한 단층운동 특성을 갖는 분절로 구획화하고 단층의 길이,

운동감각, 단층운동 이력, 평균 변위량, 재래주기 규명, 최대잠

재지진 등이 규명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양산단층대

와 울산단층대의 조사에서 지질구조적인 운동 특성, 개략적인

활동 시기, 평균 변위량 등의 추정은 가능하지만, 고지진 활동

과 연관된 자료의 획득은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단

층을 따라 제4기 퇴적층의 분포가 단속적이고 제한적으로 분

포하기 때문에 제4기에서의 단층운동의 연속적인 이력을 규명

하는 것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두 단층대를 따라 부분적으로 분포하는 제4기 지층,

특히 해안단구와 하안단구의 생성연대는 연구자에 따라 상당

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최근 OSL, ESR, C14, Loess 층서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지만, 연구방법, 측정시료의 부족,

측정 연대의 신뢰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제4기 지층에 대한 통일된 층서체계가 확

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피해를 동반한 역사지진의 지질학적, 지형학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기존 단층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들은 앞

으로 단층의 고지진학적 연구와 해석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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