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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a Quaternary fault is described, which is developed in the mid-eastern part of Ulsan Fault Zone,

near the southern Gaegok-ri, Oedong-eub, Gyeongju, Korea. The Gaegok 6 fault is developed along the contact

between Early Tertiary granite and Quaternary gravel deposit overlying unconformably the granite. The fault strikes

N02o~22oE and dips 45o~80o to the west. This fault has a 30~50 cm wide cataclastic shear zone with gouge zone,

mixed with Quaternary sediments and fault breccia of granite. In the main Quaternary fault plane, the orientation of

striation is 17o, 356o, indicating a dextral strike-slip faulting with some normal component. There is another stria-

tion (78o, 278o and 43o, 270o) with reverse-slip sense, developed on the subsidiary plane which cuts the main Qua-

ternary fault plane. In brief, the fault has been developed between the granite in the western part and the

Quaternary gravel deposit in the eastern part. The western block of fault is uplifted. The striations and movement

senses of faults indicate multiple compressional stages in this region. The fault has a similar orientation, westward

dipping geometric pattern, and reverse sensed kinematic pattern with Gaegok 1 fault developed in the north. Thus,

the Gaegok 6 fault is probably a southern extension of Gaegok 1 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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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단층대 중동부의 동변인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남부에서 제3기초의 화강암이 제4기의 미고결 모래층

이나 자갈층과 단층을 경계로 접하고 있다. 새로이 알려진 이 단층(개곡 6단층)은 N02o~22oE의 주향에 45o~80oW의

경사를 보인다. 이 단층은 풍화된 화강암의 단층각력과 함께 제4기 퇴적물로 뒤섞인 30~50 cm 폭의 쇄성전단대와 단

층비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주된 단층조선의 자세는 17o, 356o이며, 정단층성 운동성분을 가지는 우수향의 주향이동을

보인다. 이와 함께 주단층면을 자르며 서쪽 블록이 상승한 역단층운동을 지시하는 단층조선(78o, 278o와 43o, 270o)도

관찰된다. 개곡 6단층은 이미 확인된 이 지역의 제4기 단층들과는 달리 서측 제3기초의 화강암이 동측의 제4기 역층

을 올라탄, 외견상 서측이 상승한 형태를 보인다. 단층의 조선과 전단증거에 의하면 2회 이상의 단층운동과 관련한 압

축운동기가 존재했음을 지시하고 있다. 개곡 6단층은 방향성, 서측으로 경사하는 기하학적인 양상, 그리고 서측이 상승

한 운동학적인 양상 등이 북쪽에서 확인된 개곡 1단층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개곡 6단층은 개곡 1단층의 남쪽 연장으

로 판단된다.

주요어 : 울산단층대, 제4기 단층, 개곡 6단층, 주향이동단층운동, 역단층운동

1. 서 론

경주-울산 사이의 울산단층대(eg. Ryoo, 1997)를 따라

제4기 단층운동의 존재 가능성이 처음 제시(Oh, 1977,

1981)된 이후 지난 10여 년간 제4기 단층들이 집중적

으로 발견되어 조사되었다(Okada et al., 1995, 1998;

*Corresponding author: ryoocr@kigam.re.kr



636 류 충 렬

Ryoo and Yang, 1996; Ryoo et al., 1996, 1997, 2000,

2001, 2002, 2003, 2004; Song and Kyung, 1996;

Chwae et al., 1997, 1998, 2000; Kyung, 1997; Kyung

et al., 1998; Hwang, 1998; Hwang and Yoon, 1999;

Lee et al., 1999; Son and Ryoo, 1999; Chang, 2001;

Choi et al., 2002a; Lee and Schwarcz, 2001; Choi,

2003; Lee et al., 2002; Lee, 2003; Ree et al., 2003;

Kang et al., 2004; Park et al., 2006). 그러나 아직도

이들의 분포나 연장성으로 구분되는 기하학적인 발달

특성은 물론 운동학적이고 동력학적인 양상 및 단층운

동시기와 이 일대에 자주 발생하는 지진활동과의 연관

성에 대해 불확실한 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층의 분포와 연장성을 찾는

것이나, 단층들이 대체로 불국사 산맥의 서편에 넓게 분

포하는 충적선상지 퇴적층에 의해 덮여 있거나 단층면

이 침식, 삭박되어 단층의 관찰에 한계가 있다(Fig. 1).

드물게는 새롭게 개석된 사면에서 단층노두가 관찰되

기도 하나, 단층선이 지나는 예상지점에서의 트랜치 조

사가 유용하다. 이번에 보고하는 개곡리 남쪽의 개곡

6단층도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일대에서 발견된 여러

제4기 단층들(e.g. Ryoo et al., 2002)처럼 논 근처의

사면에서 처음 확인되었으며(Fig. 2), 정단층의 기하를

보이고 고제3기의 화강암과 제4기의 퇴적층의 접촉부

에서 퇴적층이 변형된 것으로 보아 제4기 단층으로 기

재된 바 있고(Lee, 2003), 일부 노두에서는 우수향의

이동성분을 가지는 제4기의 역단층으로 서쪽이 올라간

양상을 보임이 제시되어 개곡 6단층으로 명명된 바 있

다(Ryoo et al., 2003). 이후, 공장부지조성을 위해 새

롭게 개석된 큰 절개면에서 보다 다양한 제4기 단층의

Fig. 1. (A) Index map for the studied area. (B) Geological

map and Quaternary faults in the eastern part of the Ulsan

Fault Zone. Black arrow: shear sense of early stage, white

arrow: shear sense of late stage (modified from Ryoo et al.,

2001).

Fig. 2. Topographic map around Gaegok-ri, Oedong-eup,

Gyeongju, Korea, showing six Quaternary faults. ①:

Gaegok 1 Fault, ②: Gaegok 2 Fault, ③: Gaegok 3 Fault,

④: Gaegok 4 Fault, ⑤: Gaegok 5 Fault, ⑥: Gaegok 6

Fault, P: Parking area in Gaegok-ri, half arrow: shear sense

(modified from Ryoo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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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이 관찰되어 이를 자세히 기재하며, 주변에서 이

미 발견된 다른 제4기 단층들과 비교 및 연장 관계를

검토하였다.

2. 주변지질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일원의 지질은 제3기초 화강

암과 안산암, 그리고 암맥 등이 발달하고 있으며, 제4

기의 선상지 퇴적층이 이들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다

(Jin et al., 1991; Chwae et al., 1998). 화강암은 주

로 담홍색 내지는 유백색을 띠는 것과 흑운모가 발달

하는 백색 내지 회색의 것으로 구분된다. 안산암은 화

강암류가 주로 분포하는 개곡리 이남에서 입실리에 걸

쳐 소규모로 발달하며, 안산암의 서부는 입실단층, 동

부는 소단층에 의해 규제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Fig. 1B), 개곡리 남부에서도 소규모로 산출함

이 확인되었다. 이들과 함께 대체로 남-북 방향으로 연

장을 보이는 소규모의 암맥들이 분포한다(Fig. 1B). 이

들 모두를 제4기층이 부정합으로 피복하고 있다. 제4

기층은 대부분이 장경 1 cm 이내의 사력으로 구성된

기질에 원마도가 양호한 화강암의 거력을 포함하는 선

상지 퇴적상의 제4기 역층이 산록의 완사면에 넓게 분

포한다(Fig. 1B). 이들 제4기 미고결 퇴적층은 부정합

면을 경계로 풍화와 고결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하

위의 것을 풍화와 고결 정도가 낮은 상위의 것과 구별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편의상 하위의 것을 고기의 제4

기 퇴적층(Q1), 상위의 것을 신기의 제4기 퇴적층(Q2)

이라고 구분하였다. 고기 역층의 역들은 신기 역층 내

의 역들에 비해 풍화정도가 심한 편이다.

3. 제4기 단층과 그 부근의 지질구조

단층 노두가 발달하는 곳은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의 마을 앞 주차장에서 남남동쪽 약 1,500 m 지

점(N35o43'45.4", E129°20'10.7")이다(Fig. 2). 개곡 6단

층은 단층의 주향에 거의 직교하는 동-서 방향으로 잘

려진 세 개의 단면에서 확인된다(Fig. 3). 세 단면을 편

의상 북에서 남으로 P, Q, R 단면이라 하고(Fig. 3),

이들에서 나타나는 단층의 특성을 기재하였다.

북쪽의 P 단면에서는 동쪽의 제4기 역층(Q1)을 고

제3기 화강암이 올라타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Figs. 3

and 4). 단층노두의 서측은 연분홍색을 띠는 제3기초의

중립질 화강암으로, 이들은 모두 심하게 파쇄되거나 풍

화된 양상을 보인다. 이들 기반암의 상위에는 고기 및

신기의 제4기 미고결 사력층이 분포한다(Fig. 4). 단층

노두 일원에 분포하는 고기와 신기의 역층들은 거력-

왕자갈을 포함하는 괴상의 역층으로, 역의 분급상태는

불량하며, 역지지(礫支持) 자갈층으로 깎고 메우기의 형

태로 기반암인 화강암과 고기의 역층 상위에 부정합으

로 놓인다(Fig. 4B). 기질은 왕모래-굵은 모래로 구성

되며, 기질의 분급상태는 보통이다. 고기의 제4기 역층

을 구성하는 역의 크기는 10~50 cm가 우세하고, 주

변의 기반암인 연분홍색의 화강암과는 달리 담회색 내

지 유백색 조립의 흑운모 화강암력이 주를 이루고 있

다(Fig. 4B). 화강암 상위나 고기의 제4기 퇴적층의 상

위에는 또 다시 부정합으로 신기의 제4기 하성 기원의

역층이 부정합으로 덮고 있다.

P 단면에서는 4조의 역단층이 관찰되며, 이들 중 가

운데 2조는 하부로 가면서 하나의 단층면으로 합쳐진

다(Fig. 4B). 동쪽의 3조는 화강암이 동쪽의 역층을 올

라타고 있는 역단층을 보이는 반면, 서쪽의 단층은 제

4기 역층이 화강암 상위로 올라탄 역단층을 보인다(Fig.

4B). 이들의 주향과 경사는 동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N30oW/80oSW, N22oW/60oSW, N24oW/55oW, 그리고

N07oE/45oW를 보인다(Fig. 4B).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

면서 단층의 경사는 저각으로 변하고, 주향은 북서 방

향에서 남-북 방향으로 변한다. 그리고 각각의 단층면

은 대체로 상부로 가면서 저각으로 변하는 양상을 보

Fig. 3. Simplified block diagram showing the geometric

relationship of the Gaegok 6 Fault developed around

Gaegok-ri, Oedong-eup, Gyeongju, Korea. See Figure 2

for location. Gr: early Tertiary granite, An: andesitic rocks,

D: dyke, Fz: Fault zone with deformed dyke, Q1: older

Quaternary deposit, thick (dotted) black line: fault, thin

black line: unconformity, thin dotted line: layer in Quaternary

deposits, L: trend of striation, So: trace of layer, arrow:

shear sense. Note that the younger Quaternary deposit (Q2)

is not drawn in this block diagram. P, Q, and R: section

of involved outcr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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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 특징적이다(Fig. 5). 가장 동쪽의 단층 근처에는

화강암과 제4기층 사이에 폭 약 10 cm의 자주색을 보

이는 대가 발달한다. 이는 중성 내지 염기성 암맥의 풍

화 산물로 보이며, 이와 제4기층 사이에 단층이 발달하

고 있다.

중앙부에 발달하는 화강암과 제4기층이 이루는 단층

은 폭 약 3 m에 달하는 화강암 내부로 연장하고 있다.

이들 화강암은 손으로도 부스러질 정도로 심하게 풍화

되어 있다. 화강암 내에는 제4기층과 이루는 단층면이

발달할 뿐 만 아니라 쇄성엽리들이 잘 발달하고 있다

(Fig. 4C). 단층대에는 쇄성엽리들이 발달하며, 연성전

단대에서 관찰되는 S 전단과 C 전단 그리고 C' 전단

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Fig. 4C). 이들 쇄성엽

리면은 단면상에서 대부분 ‘Z'자 모양을 보이고 있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역단층운동을 지시하고 있

다(Fig. 4C). 이 운동은 제4기의 단층운동과 부합하고

있다. 단층대에는 약 5 cm 내외의 단층비지대가 발달하

고 있다(Fig. 4D). 주향이 N22oE, 경사는 60oW인 단층

면에서 관찰되는 단층조선은 43o, 270o이다(Fig. 4D).

따라서 이 단층은 우수향의 주향이동 성분을 가지는

Fig. 4. (A) Outcrop of the Gaegok 6 Fault before excavation. (B) Carved-wall surface of the Gaegok 6 Fault indicating the

top-to-the-east movement. (C) Enlarged part of fault zone developed within granite in the Gaegok 6 Fault. (D) Striation of

fault (L). (E) Folded fault gouge developed in the Gaegok 6 Fault. Locality of (A)-(E) is in the northern P section of Fig. 3.

(F) Outcrop of the Gaegok 6 Fault, developed in the central Q section of Fig. 3. Solid white line: fault plane, dotted white

line: unconformity, Db: basic dyke, Gr: early Tertiary granite, Q1: older Quaternary deposit, arrow: shear sense, black line:

main sheared zone within gra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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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단층으로 해석된다. 기존의 단층점토가 단층끌림

(drag)에 의해서 ‘S’자형의 미세습곡을 보이는 것 또한

역단층 운동을 지시하고 있다(Fig. 4E). Fig. 5는 제4기

층을 자르며 분기하는 단층들 상부면을 보이고 있다.

단층은 상부로 가면서 여러 갈래로 분기하고, 제4기층

을 만나면서 단층경사는 수평에 가까운 저각도로 변하

며 단층의 추적이 어려워지는 특징을 보인다. 제 4기

층 내에는 단층운동에 의해 재배열된 것으로 보이는

거의 수직 경사의 층리면이 발달하고 있다(Fig. 5B).

각각의 분기단층에서 보이는 변위는 수 cm - 수 십 cm

를 보이나, 이 단층대를 따른 추정 변위는 최소 3 m

이상이다.

중앙에 위치한 단면인 Q 단면(Fig. 3)에서도 동쪽의

제4기 역층을 서쪽의 고제3기 화강암과 염기성암맥이

올라타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Fig. 4F). 암맥은 자주색

으로 약 10 cm의 폭을 보인다. Q 단면의 역단층과 암

맥의 발달은 P 단면에서의 동쪽 양상과 유사하다. 그

러나 Q 단면에서는 P 단면에서와 같은 다양한 역단층

이 관찰되지는 않는다. 이 단층은 남쪽의 R 단면으로

연장된다.

남쪽 단면인 R 단면(Fig. 3)에서는 거의 수직에 가

까운 단층을 보이며, 이 단층의 동쪽으로는 화강암을

기반암으로 하고 고각의 서쪽 경사를 보이는 고기의

역층이 발달하고 있다(Fig. 6). 반면 단층의 서쪽은 고

제3기의 화강암이 발달하고 있어, 서쪽의 화강암이 동

Fig. 5. Detailed photograph of the upper (A), central (B),

and lower part (C) of the Gaegok 6 Fault. Locality is in the

northern P section of Fig. 3. Gr: early Tertiary granite, Q1:

older Quaternary deposit, white line: fault, dotted white

line: unconformity and trend of layer.

Fig. 6. Outcrop of the Gaegok 6 Fault, developed in the

southern R section. (A) Outcrop of the Gaegok 6 Fault

with Quaternary layers(Q1, Q2, and Q3). Black dotted line:

trend of layer (So), red line: fault, white dotted line:

unconformity. (B) Fault zone of the Gaegok 6 Fault

developed between the early Tertiary granite (Gr) and older

Quaternary gravel deposit (Q1). (C) Striation (L) in the

Gaegok 6 Fault. Gr: early Tertiary granite, Q1: Quaternary

deposit, white dotted line: trend of st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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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의 제4기층과 단층 접촉을 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

들을 제4기의 신기 사력층이 부정합으로 피복하고 있

다(Figs. 6A and B). 고기의 제4기 역층의 주향과 경

사는 N14oE/52oW이고, 단층면의 방향성은 N02oE/

77oW이다(Fig. 6A). 단층은 폭 약 50 cm의 화강암파

쇄대(N02oE/77oW)와 20 cm의 자주색 단층비지대로 구

분된다. 화강암파쇄대에는 쇄성전단을 지시하는 엽리구

조들이 발달하고 있으며, 단층비지대에는 일부 화강암

각력과 제4기층에서 유래된 물질들이 섞여 함께 전단

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쪽의 단면들에서도 확인된

자주색 염기성 암맥은 제4기층과의 접촉부에 발달하며,

이 암맥이 단층운동을 받아 자주색의 단층비지대를 형

성하게된 것으로 여겨진다. 단층면에서는 두 방향의 단

층조선이 관찰된다. 거의 수평의 조선(17o, 356o)과 후

기에 생성된 동-서 방향의 단층조선(78o, 278o)이다

(Fig. 6C). 전자는 이 단층을 따른 우수향의 전단운동을

지시하며, 후자는 서쪽이 상승한 역단층운동을 지시한

다. 서쪽 상승을 보이는 후자의 단층운동은 북쪽 단면

에서 관찰된 역단층운동과 유사하다. 서쪽의 화강암(폭

약 15m)은 다시 안산암질암(폭 약 5m 내외)과 단층접

촉을 하고 있다(Fig. 3).

남쪽 단면인 R 단면(Fig. 3)의 동단부에는 서쪽을 향

해 고각도의 경사각을 갖는 역층과 동쪽의 화강암이 부

정합으로 접하고 있다. 화강암은 남쪽에서 북으로 가면

서 담홍색 화강암과 흑운모를 함유하는 극조립의 회색

화강암, 세립의 담홍색 화강암, 그리고 담녹회색 화강

암으로 변한다. 담녹회색 화강암 위에는 부정합으로 제

4기의 역층이 덮고 있다. 회색의 조립화강암과 담홍색

화강암 사이에는 북북동 방향의 단층들(N12oE/80oW,

N20oE/85oW)이 발달하고 있으며, 담홍색 화강암 내에

도 유사한 방향의 단층(N27oE/77oW)이 발달하고 있다.

이 단층들의 단층조선은 남으로 10o 내외로 침강하는

단층조선을 보이는 우수향의 주향이동단층이다. 이들

단층들은 같은 단면에서 확인된 제4기 단층면과 유사

한 방향성을 보인다. 화강암과 제4기층과의 부정합면

직상위에는 1 m 두께의 화강암 쇄설층(granite wash)

이 발달하고 있으며, 이 쇄설층과 사력층(N14°E/52°W)

의 사이에는 서북서 방향(N60°W/82°S)의 단층비지대가

발달하고 있어 또 다른 제4기 단층으로 판단된다. 단층

비지대의 폭은 15 cm 내외이다.

4. 토 의

울산단층대의 중동부에 위치하는 경상북도 경주시 외

동읍 개곡리 일대에서는 북북서, 남북 내지는 북북동 방

향의 제4기 단층들이 5개소에서 확인되어 개곡리 마을

동단부 주차장 부근의 개곡 1단층에서부터 동쪽의 불

국사 산맥으로 가면서 개곡 2, 3, 4, 그리고 5단층으로

구분되었으며, 제4기 단층대를 이루고 있음이 논의된

바 있다(Ryoo et al., 2002). 개곡 1단층에 대한 재조

사에서, 최하부층의 퇴적(3만 2천년 전) 이후 단층운동,

7,500년 전과 2,300년 전 사이의 단층운동 등, 2-3회의

단층운동이 있었음이 제시된 바 있다(Inoue and Choi,

2006). 

최근 개곡리의 마을 앞 주차장에서 남남동으로 약

1,500 m 지점의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사면에서 개곡

6단층의 노두가 새로이 확인되었다(Fig. 2). 그러나 이

들 제4기 단층들 간은 물론 북쪽에서 확인된 말방단층

(Okada et al., 1995, 1998)이나 남쪽에서 확인된 입실

단층(Ryoo and Yang, 1996; Ryoo et al., 1996)과의

연결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으로 남아 있으나, 개곡리

동단에서 확인된 개곡 4단층이 북쪽의 말방단층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에 논의된 개곡 6단층

은 방향성과 단층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개곡마을 주

차장 부근에서 확인된 개곡 1단층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방향성과 근접성 뿐 만 아니라, 개곡 6단

층은 울산단층대의 동변과 동해안변에서 이미 알려진

제4기 단층운동이나 제4기 단층들(Oh, 1977, 1981;

Okada et al., 1995, 1998; Ryoo et al., 1996, 1997,

2000, 2002; Chwae et al., 1998, 2000; Hwang, 1998;

Lee et al., 1998, 1999; Son and Ryoo, 1999)과 유

사한 구조적 위치와 방향성을 보이기는 하나, 다소 다

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 발달하는

제4기 단층들의 주향방향은 남-북 방향에 가까우나 울

산단층대 동변의 제4기 단층들의 경사방향이 대부분

동쪽이거나 동쪽의 기반암이 서쪽의 제4기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한 상태라는 점과는 달리 이 단층은

오히려 서쪽으로의 경사와 서쪽의 기반암이 동쪽의 제

4기 미고결 역층과 단층으로 접하거나 올라타고 있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발달특성과 함께 방향성이나 근

접성을 고려하면, 개곡 6단층은 개곡 1단층으로 연장

되어 하나의 단층을 이룰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단층은

제4기의 단층운동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울산단층

대내에서 서측으로 경사한 기반암 내의 정단층(Ryoo et

al., 2000)이 역단층으로 재활동한 단층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은 개곡리의 다른 제4기 단층

들과 함께 인장력에 의해 기반암인 화강암체에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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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남-북 방향의 장축을 가지는 지구와 지루의 발달을

보이는 소규모의 인장대 생성에 간여한 정단층성의 기

반암단층이 생겨난 이후, 지구 또는 저위의 부정합면상

에서는 고기의 제4기 역층의 퇴적이 있었고, 그 이후

좌수향 이동성 압축운동과 함께 기반암이 서쪽에서 동

쪽으로 향한 역단층운동으로 재활동한 결과(Ryoo et al.,

2000, Choi et al., 2001, 2002b)로 보인다.

5. 결 론

울산단층대의 중동부인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남부

에서 새로이 확인된 제4기 단층(개곡 6단층)에 대한 연

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곡 6단층은 개곡리의 마을 앞 주차장에서 남남동

쪽 약 1,500 m 지점(N35o43'45.4", E129°20'10.7")에 발

달하며, 단층을 경계로 서측에는 제3기초의 기반암인

화강암이 위치하고, 동쪽에는 제4기의 역층이 분포하

며 외견상 서쪽이 상승한 역단층이다. 단층의 주향은

N02o~22oW이며, 서쪽으로 45o~80o의 경사를 보인다.

북쪽 노두에서는 단층면이 위로 가면서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며 저각도로 변하나, 남쪽 노두에서는 거의 수

직에 가까운 단층면을 보인다. 단층면을 따라 약 5 cm

내외의 단층비지대가 발달하고 있다. 북쪽 노두에서는

역단층운동을 지시하는 쇄성엽리구조를 보이고, 단층조

선은 43o, 270o로 동-서 방향에 서쪽으로 침강하고 있

으므로 약간의 우수향이동성을 가지는 역단층으로 해

석된다. 그러나 남쪽 노두에서는 두 조의 서로 다른

방향을 보여, 두 번 이상의 단층운동을 지시한다. 주된

단층조선은 17o, 356o이며, 정단층성 운동성분을 가지

는 우수향 이동을 보인다. 이와 함께 주단층면을 자르

는 면에서는 서쪽 블록이 상승한 역단층운동을 보이는

동-서 방향의 단층조선(78o, 098o)도 관찰된다. 이 단층

조선은 북쪽 단면에서의 단층조선과 같은 방향성을 보

인다. 즉, 우수향 주향이동에 후속하여 동-서 방향의 압

축에 의한 역단층운동이 일어났음을 지시한다. 제4기 단

층운동에 의한 변위는 최소 3 m 이상이다. 

개곡 6단층은 기반암 단층의 연장이거나 또는 그 근

처에 발달하고 있어, 기존단층의 재활동과 관련된 것

으로 해석된다. 주변의 단층들과 연결 여부가 구체적

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잠정적으로 개곡 6단층이

라 하나, 발달위치와 방향성, 그리고 발달특성으로 보

아 개곡 1단층의 남쪽 연장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개

곡 6단층은 주변에서 이미 보고된 개곡 1~5단층들과

함께 제4기 단층대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즉, 울산단

층대 동변의 제4기 단층들은 단일한 단층이 아니라 간

격을 둔 다수의 단층으로 발달한 특징을 보인다. 울산

단층대 동변에서 알려진 대부분의 제4기 단층들이 동

으로 경사함과 동쪽 지괴가 올라탄 것과는 달리, 이 단

층과 같이 서쪽 경사와 함께 서쪽 지괴가 동쪽 지괴를

올라탄 양상은 울산단층대 내의 기반암 정단층들이 재

활성한 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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