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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추가령단층은 양산단층과 거의 평행하게 북동 주향

으로 한반도를 동에서 서로 가로 지르고 있으며, 지형

도와 위성영상 등에서도 명확한 선상구조를 보이고 있

다. 추가령단층에 대한 연구는 Kofuji(小文次郞, 1903)

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며, 그 후 지구물리학적 연구, 고

지자기 연구, 암석학적 연구 등이 있으며, 추가령 단층

의 운동시기, 운동 감각 등에 대해 여러 견해가 제시

되었다. 추가령단층을 따라서 삼첩기말-쥬라기 퇴적분

지, 쥬라기 화강암, 백악기 퇴적분지, 제4기 현무암 등

이 단층을 따라서 분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추가령단

층은 삼첩기 말부터 제4기 동안 지속적인 단층운동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추가령단층대는 1903년에 처음 언급되었으나, 수도

권을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양산단층대 만큼은 연구가

활성화 되지 않았다. 최근, 지질학분야의 발전과 함께

추가령단층에 대한 새로운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

다. 이 단보에서는 추가령 용어, 추가령단층에 대한 기

존 문헌조사와 지질조사를 통하여 새롭게 규명된 추가

령단층의 범위, 운동시기, 운동감각 등을 재조명하였다.

2. 추가령단층

2.1. 연장

추가령은 원래 대동여지도에서 백빙산의 분수령을

지칭한 것으로 Kofuji(小文次郞, 1903)가 죽가령지구로

처음 명명하였다. 죽가령지구는 동해안 안변에서 추가

령에 이르는 협곡을 지나서, 남쪽으로 평강, 철원, 연

천 및 삼각산을 잇는 협곡을 지칭한 것 이였다. 이 협

곡은 남대천과 평행한 방향으로 약 150 km의 연장과

5-6 km의 폭으로 발달하고 있다. 

추가령지구대의 범위는 연구자들마다 서로 다른 견

해를 가지고 있다. 즉, 추가령지구대 혹은 단층은 북쪽

의 원산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견해와 길주, 명천까지 연

장된다는 견해가 있다. 한편, 남쪽 연장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서울까지 이어지는 것은 확실하나, 그 이

남의 연장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마다 서로 다른 견

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Kinosaki(木野崎吉郞,

1937)는 추가령열곡이 북단인 함남 안변에서 경기도 문

산을 남단으로 하며 총 연장이 역시 150 km 달한다

고 생각하였다. Tateiwa(立岩巖, 1976)는 추가령지구대

북단은 함경북도 길주, 명천 지방이며, 함경남도 함흥

과 신흥지방을 거치며, 남단은 충청남도 보령, 청양, 대

천리, 부여, 남포지방까지 포함하였다. 그러나 손치무(

구두설명 in Lee et al., 1983)는 추가령지구대가 서울

화강암에 의하여 절단되므로 충남 보령지역까지 연장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위의 견해들을 종합하여 보면, 추가령지구대는 일반적

으로 북동-남서 주향으로 원산-서울까지의 구조선들을 포

함한다. 그러나 원산 이북지역에서는 함북의 길주, 명천

까지, 서울 이남에서는 보령까지 연장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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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추가령단층계와 추가령단층대

추가령단층계와 추가령단층대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추가령단층대는 일련의 단층들 집합체로

서 정의되며, 동두천단층(Kim, 1973), 대광리 단층, 동

송 단층(Kim et al., 1984), 포천단층, 왕숙천단층 등

을 포함한다(Fig. 1). 이들 중에서 동두천단층, 대광리

단층, 동송단층 등이 포천단층과 함께 의정부에서 모

아지고, 포천단층과 거의 평행하게 발달하고 있는 왕

숙천단층은 서울, 구리, 성남까지 연장 발달된다(Kim,

1973). 한편, 추가령단층 남측부를 지칭하는 동두천단

층(Kim, 1973)은 충남 보령까지 연장되면서 충남탄전

퇴적분지를 규제하였을 것으로 보았다(Cluzel et al.,

1991). 특히, 경기지괴 중생대 퇴적분지는 추가령단층

을 따라 분포하거나 그 이서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지구조적인 새로운 견해로서, 추가령단층이 경기육괴

서부 지역의 중생대 퇴적분지를 규제하는 주요 조구조

적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해석된다. Chwae et

al.(2000)은 한반도 단층등급도에서 추가령단층과 예성

강단층이 한반도를 북동-남서 방향을 가로지르는 지구

조적 규모의 1등급 단층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추가령-

예성강 단층대로 묶은 바 있다. 그 후, Lee et

al.(2001b)은 추가령단층선과 예성강단층선을 합하여 추

가령단층계(Fault system)를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추

가령단층계는 예성강단층대와 추가령단층대를 합한 단

층계로 정의된다. 

2.3. 구조 및 형성시기

추가령단층에 대한 기원과 구조 그리고 형성시기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추가령단층은 열

곡(rift valley) 혹은 지구(graben)로 여겨왔으나, 중력

연구(Lee and Lee, 1991)에 의하여 추가령지구대가

지각 확장으로 형성된 대륙 열곡은 아니라고 규명하였

다. Lee et al.(2001b)도 원산-서울-보령에 걸쳐 전체

가 함몰되어 있지 않고, 주향이동 단층운동 특성을 갖

고 있으므로 추가령 전체를 지구대라기보다는 단층선

으로 기술하고 있다. 

Kim(1973)은 동두천단층, 포천단층, 왕숙천단층 등

이 서울화강암의 관입 결과를 가져 왔다고 생각하였으

며, 이는 추가령단층이 쥬라기 이전부터 형성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Kim et al.(1984)은 소요산

의 부근의 대동층군과 규암층이 서로 우수향으로 어긋나

있어, 이를 근거로 하여 추가령지구대를 따라 백악기

혹은 고제삼기에 우수향 주향이동 운동이 일어났을 것

으로 해석하였다. 철원도폭설명서(Chwae et al., 1996)

에서는 추가령단층의 최초 형성 시기는 아직 불분명하

나, 추가령 이서와 이동지역에서 보여지는 250 Ma 시기

Fig. 1. Chugaryeong-Yeseonggang Fault Zone and the

cities in the adjacent or through the fault zone (analyzed

out from DEM). The Chugaryeong, Yeseonggang Faults

and other NNE-NE faults underwent left-lateral strike-slip

fault movement during the Cretaceous. 1. Chugaryeon

Fault : Weonsan (WS) - Yeoncheon (YC) - Jeongok (JG) -

Dongducheon (DDC) - Euijeongbu (EJB) - Guri (GR) -

Seongnam (SN) - Suweon (SW) - Osan (OS) - Pyeongtaek

(PT) - Cheonan (CA), 2. Pocheon Fault : Cheolweon - Pocheon

- Euijeongbu - Seoul - Anyang (AY), 3. Wangsukcheon

Fault : Wasuri - Ildong - Jinjeob - Twegyeweon - GR - SN,

4. Jamgok Fault : - Geunnam - Baekeun Valley, 5. Yeseonggang

Fault : Nangrimsan - Goksan - Singye - Pyeongsan -

Namcheonjeom - Geumcheon - Jangpari - Ganghwa - Incheon

(IC) - Siheung - Hwaseong - Dangjin, 6. Dangjin Fault :

Hwaseong - Dangjin (DGJ) - Haemi. (IFB: Imjingang Fold

Belt, OFB: Ogcheon Fold Belt, HS: Hongseong, CJ: Cheongju,

GJ: Gongju, DJ: Dae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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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광역변성작용과 변형양상이 서로 상이하므로, 250 Ma

이전인 삼첩기 이전으로 보았다. 그리고 추가령단층은

대동층군 말기인 하부 쥬라기 직후에 우수향 주향이동

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후 추가령단층은 좌

수향 주향이동 운동으로 백악기 철원분지를 형성하였

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Lee et al.(2001b)는 추가령구

조선은 송림운동-II(Cluzel et al., 1991) 시기에 좌수

향 운동을 하였으며 백악기에 좌수향 주향이동 운동이

재활성하여 철원분지를 형성하고 이 분지를 채우고 있

는 지장봉화산암복합체를 형성한 화산활동이 일어났음

을 주장하였다. 지장봉화산암복합체의 고지자기연대는

백악기의 KLNS이고, 주요 분출 시기는 90-84 Ma로

추정하였다. 연천 및 포천도폭(Kee et al., 2005,

2008)에서는 철원도폭의 추가령단층 연장부인 동두천

단층이 철원분지의 서측 경계부를 규제하며, 철원분지의

형성과 진화를 주도하였을 것으로 보았고, 우수향 주향

이동 운동임을 주장하였다. 한편, 의정부 도폭(Koh and

Song, 2005)에서는 포천단층이 소위 동두천단층에 수

렴하고 있으며, 이 단층은 쥬라기의 함석류석화강암을

우수향으로 수평이동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결론적으

로, 추가령지구대는 주향이동단층에 의하여 형성된 곡

지형으로서, 최초 형성 시기는 쥬라기 이전으로 추측

되며, 백악기동안 재활성되면서 퇴적분지를 형성하였다.

2.4. 대광리 지점의 추가령단층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에 추가령단층이 통과하는 지

점에 단층노두가 노출되어 있다. 이 단층의 주향과 경

사는 N30E/67NW이며 단층면에서 단층조선의 방향은

027/07이다. 노출된 단층대 폭은 15 m 이며, 주향에

의하여 계산된 도학적 단층 폭은 200 m 이상이다. 대

광리에 노출된 단층은 철원분지의 경계 단층으로 철원

분지내의 화산암 분출 시기인 89 - 94 Ma 이전부터 활

동한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단층의 모암은 백악기의 응회암과 이를 관입하고 있

는 산성맥암이며 단층대는 단층점토, 단층각력으로 구

성되어 있다. 단층점토와 단층각력대에는 파쇄엽리, 리

델(Riedel) 단열, 각력들의 회전 구조 등이 단층의 운

동감각을 지시하고 있다. 

대광리의 단층노두에서 관찰된 파쇄엽리, 단열 등의

구조들은 좌수향 → 우수향 → 좌수향 주향이동 운동을

순차적으로 지시한다. 대광리의 단층노두에서 관찰된

지질구조들은 다음과 같다. 

1) 매끄러운 단층면에 단층조선과, 계단상 구조를 보

이는 리델 단열들이 발달하고 있으며 쐐기형의 계단구

조는 좌수향 주향이동 운동감각을 지시하고 있다. 즉

철원분지인 동측 지괴가 북쪽으로, 연천층군인 서측 지

괴가 남쪽으로 이동하였음을 지시한다(Fig. 2)

2) 단층면를 따라서 폭 5-10 cm 단층 점토, 200 cm

각력대 순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단층면에서 멀어지면

단층 점토는 약 110 cm, 각력대는 300 cm로 그 폭

이 넓어진다. 단층 파쇄대내에는 시대를 달리하는 파

쇄 엽리들이 발달하고 있다. 그중한조(Fig. 3a, 노란색)

는 단층면으로 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좌수향주향이동

운동을 지시하고 있으며, 즉,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철

원분지 지괴는 북쪽으로, 서쪽의 저변성 퇴적암층 지

괴는 남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파쇄

엽리(Fig. 3, 분홍색)는 장석질의 산성 암맥내에 서가

형태로 배열되어 있다. 그 상위의 ‘‘S’’자형산성암맥은

좌수향에 의하여 형성된 R' 전단단열들이 관찰될 뿐

만 아니라, 후기 우수향 파쇄엽리의 발달에 의해 기존

R' 전단단열들이 시계방향으로 회전되어 있다. 한편, 정

단층성 좌수향을 지시하는 일부 파쇄 엽리는 후기의

우수향 단층 운동에 의하여 ‘‘S’’자형으로 변형되어 있

다. 즉, 정단층성 좌수향운동 후 역단층성 우수향 운동

을 하였음을 지시하고 있다. 

3) 또 다른 지점에서는 산성 암맥 내에 역단층성의

우수향 주향이동 단층운동에 의하여 형성된 T-단열들

과 산성 암맥이 후기 우수향 주향이동 운동에 의하여

‘‘S’’자형 변형되어 있다. 즉, 2회의 우수향 주향이동운

동을 보인다(Fig. 3b).

4) 단층점토 내에 남아 있는 단층각력들이 소성변형

(plastic deformation)에 의하여 회전구조를 보인다. 산

성 암맥 각력은 시그마 형, 응회암 각력은 델타형 회

전구조가 관찰되며 이는 2회의 우수향 주향이동 단층

운동을 의미한다(Fig. 4). 한편, 회전구조와 함께 발달

Fig. 2. Riedel’s shear fractures developed on the fault plane

indicate a left-lateral strike slip fault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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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파쇄엽리는 ‘‘S”자 형태로 2회의 단층 운동

을 지시 우수향 주향이동 후 좌수향 주향이동 운동을

지시한다 (Fig. 5).

위의 단층운동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단층운동은

좌수향 주향이동 → 우수향 주향이동 → 우수향 주향이

동 → 좌수향 주향이동 순으로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동일한 노두로부터 측정된 K-Ar 연대는 62 -

110 Ma이다(Song et al., 2012). 그러므로 좌수향 및

우수향 주향이동 운동은 모두 백악기 동안 일어난 사

건으로 규명된다. 

백악기 퇴적분지 형성이후에 이 추가령단층대를 따

라 약 5 - 15만년의 현무암(Ryu et al., 2011)이 분포

Fig. 4. (left) Σ-type dextral rotation of acidic dike breccia and (right) ∆-type dextral rotation of tuff breccia.

Fig. 3. (left) Two different cataclasite foliations and a domino structure in the fault zone. (right) T-fractures in the acidic dike

deformed to ‘‘S’’ type by right-lateral strike slip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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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므로 백악기의 주향이동 운동이후 제4기 동

안 지구조 운동이 재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광리-전

곡간의 지형분석에서도 제4기 단층운동을 간접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삼각말단면, 단층안부, 하안단구와 사

면사이에 발달하고 있는 깊은 골짜기가 관찰된다(Lee

et al., 2001a). 그리고 K-Ar 연대측정을 한 단층노두

지점에서 수행된 ESR 수치 연대측정에서는 약 15 -

20만년 동안 단층이 재활되었음이 보고되었다(Lee,

2011).

3. 결 론

1) 추가령지구대는 북동-남서 주향으로 원산에서 서

울까지 연장되며, 원산 이북과 서울 이남지역의 연장

에 대해서는 견해를 다르게 하고 있다. 즉, 원산 이북

지역에서는 함북의 길주, 명천까지 연장될 것으로 생

각되며, 서울 이남에서는 보령까지 연장 될 것으로 본

다. 추가령지구대는 주향이동단층의 특성을 지니고 있

고, 단층노두에서 주향이동성 운동감각을 보이는 구조

선이므로 추가령단층으로 불리는 것이 타당하다. 

2) 철원-서울-보령으로 이어지는 추가령단층 이서에

서만 경기육괴의 중생대 퇴적분지가 발달하고 있으므

로, 분지 형성에 기여하였거나, 형성 분지를 변형시킨

구조선으로 판단된다. 

3) 특히, 철원-연천 지역의 추가령단층은 백악기 철

원분지 형성에 기여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수회의 단

층운동으로 재활하였다. 즉, 110 Ma부터 62 Ma 동안

좌수향 → 우수향 → 우수향 → 좌수향 운동 등 최소

4회의 운동을 하였으며, 이후 15 - 50만년 동안 현무암

분출과 함께 단층운동을 하였다. 즉, 백악기 이후부터

제4기까지 단층운동은 지속적으로 재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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