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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Singal fault zone in the Gyeonggi massif is identified in the Kiheung area. Geotechnical investi-

gations were carried out to locate and characterize of the Singal fault zone in the Kiheung reservoir area. The N-S

striking Shingal fault is known to be a Riedel-type strike-slip fault within the Choogaryung rift. Along the fault

zone, 62 bore holes were drilled and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of about 11km, and vibroseis seismic refraction

and reflection survey of about 500m were done. From the result of investigations, it is found that the fault zone,

consisting mainly of gouge and breccia, has maximum width of 300 meters with anastomosing geometry of second-

ary fractures developed subparallel to the fault zone. We interpret these geometric features to be the result of struc-

tural development of flower-structure type at the restraining band of strike-slip fault. However, there are

uncertainties of this interpretation because there are virtually no outcrops in the area. Further investigation to under-

stand geometric features and linkage style of the faul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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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경기육괴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규모 단층대인 신갈단층을 기흥지역에서 확인하였다. 기흥

저수지 지역의 지질공학적 조사를 실시하여 단층대 위치 및 특징을 파악하였다. 이 단층대는 신갈단층으로 알려져 있으

며, 남북방향으로 발달된 이 단층대는 추가령 열곡 내에서 리델 타입(Riedel-type)의 주향이동 단층으로 해석된다. 단

층대를 따라서 62공의 시추조사와 전기비저항탐사 약 11 km, 바이브로사이즈 탄성파탐사 약 500 m를 실시하였다. 시

추조사 및 물리탐사 결과, 최대 폭 300미터의 단층대는 주로 가우지 및 단층각력으로 구성되며, 망상의 2차 균열이

단층대 안에 서로 평행하게 발달함이 확인되었다.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결과, 신갈단층의 휘어지는 부분인 기흥저수

지 지역에서 꽃 구조(flower structure)와 유사한 지질구조의 발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연구지역의 특성

상 노두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석에는 불확실성이 있다. 따라서 단층대의 기하학적 특징, 단층간의

연결 형태 등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신갈단층, 추가령 열곡, 주향이동단층, 시추조사, 전기비저항 탐사

1. 서 론

신갈단층은 경기육괴내에 연천-포천-의정부-서울-평

택에 이르는 남북방향의 뚜렷한 선구조로 나타난다

(KIGAM, 2002). 위성영상 자료를 이용한 서울-동두천

간의 선구조 분석에 의하면 이 선구조는 추가령 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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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속하는 주향이동단층으로 확인되었다(Kang, et

al., 1985). 전자탐사와 중력탐사 등의 지구물리학적 방

법을 이용하여 의정부-동두천과 의정부-포천 지역에서

신갈단층대로 여겨지는 단층구조가 확인되었다(Kim,

1997, 1998; Kee, 2000). 신갈단층대에 대하여 대부분

서울 이북지역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서울 이남지

역에서의 연구 자료는 거의 전무하다. 이러한 이유는

이 지역에서 신갈단층대의 상당부분이 경부고속도로와

평행하고 논과 밭 지역상에 위치하여 노두 관찰이 쉽

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연구는 서울 이남지역의 기흥저수지 인근에

서 신갈단층의 확인을 위해 이루어졌다. 이 지역에 기

흥저수지 하저로 터널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Kim et

al., 2011) 단층대 분포의 기하학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

하여 터널과 단층대간의 교차구간을 최소화 하는데에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2. 지질개요

연구지역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일원에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원의 경부고속도로 인근으로 한반도 지

체구조구 중 경기육괴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Fig. 1).

이 지역의 기반암은 주로 선캄브리아기의 경기변성암

복합체로 분포하고 있으며(Kim, 1973), 플리오세에서

제4기 화성활동에 의한 것으로 알려진 추가령구조대가

발달한다(Fig. 2a). 추가령열곡에 의해 발생된 추가령단

층대는 북북동방향과 남북방향의 단층들이 주로 나타

나고 있다. 연구지역과 인접하게 나타나는 단층은 용

인단층, 신갈단층, 원천단층 등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Fig. 2b). 이중에 계획 노선과 인접한 신갈

단층은 경기도 연천에 이르기까지 약 130 km의 연장

과 남북방향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연구지역에 해

당하는 1:50,000의 수원도폭(Oh and Yuhn, 1972)을

살펴보면 선캄브리아기의 흑운모편마암, 각섬석흑운모

편마암, 규장편마암, 반상변정편마암을 시대미상의 화

강편마암, 각섬암이 관입하고, 쥬라기 흑운모화강암과

백악기 규장암맥 위에 충적층으로 덮여있고, 신갈단층

은 기흥저수지를 통과하여 터널 노선과 평행하게 발달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도폭(Oh and Yuhn, 1972)을 기초로 연구지역 내

에 대한 지표지질조사를 수행하여 분포 암석 및 주변에

분포하는 소규모의 단층들은 확인하였으나 신갈단층으로

예상할 수 있는 큰 규모를 보이는 단층은 확인하지 못하

였다.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암석은 규장편마암 및 흑운

모편마암으로 규장편마암은 주로 석영, K-장석, 방해석으

로 구성되며, 엽리발달이 미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흑운모편마암은 부분적으로 호상구조 및 안구상 구조

를 보이고, 엽리는 10o내외의 경사로 발달한다(Fig. 3).

3. 신갈단층대 분포 파악을 위한 조사

3.1. 조사계획

연구지역의 신갈단층대 파악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존자료(KIGAM, 1999; Oh and Yuhn, 1972) 및

Fig. 1. Location of the study area. (a) Geologic Map (KIGAM, 2002), (b) Satellite image.



기흥저수지 지역의 지반조사를 통한 신갈단층대 확인 297

선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Fig. 4). 기존자료와 선구조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지질조사와 시추조사, 물리탐사

를 계획하였다. 기흥저수지구간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

되는 신갈단층대에 대한 규모 및 위치를 3차원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3차원 전기비저항탐사와 바이브로사

이즈(vibroseis)를 음원으로 심도 약 200m까지 지반의

탄성파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탄성파탐사를 적용하였

다. 연구지역에 대한 시추조사 위치 및 물리탐사를 수

행한 탐사측선, 각 조사의 목적과 및 위치는 Table 1

및 Fig. 5와 같다.

3.2. 지질조사 및 시추조사

연구지역의 지질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지역을

가로×세로(5 km×4 km)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 주변

Fig. 2. Geologic map of the study area. (a) 1:1,000,000 Scale (KIGAM, 2002), (b) 1:50,000 Scale (Oh and Yuhn, 1972).

Fig. 3. Outcrop photographs. (a) Quartzo-feldspathic gneiss, (b) Biotite gneiss.

Fig. 4. Lineament map analyzed using digital elev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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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노두조사를 실시하였다. 

기반암에 대한 암질 상태, 균열상태, 파쇄구간의 분

포 및 단층대를 파악하기위하여 시추조사를 실시하였

다. 시추조사에는 여러 종류의 방법 중 회전수세식

(rotary wash type)을 적용한 시추기를 사용하고, NX

크기(직경 76 mm)의 시추공이 천공되었다. 이번 조사

에서는 총 62공을 수행하여 단층대의 영향범위 및 분

포를 파악하였다. 시추심도는 터널 하부까지로서, 대략

적으로 지표하부로 36~85 m 심도까지 조사하였다.

3.3. 2차원 전기비저항탐사

지반의 전기적 성질인 전기비저항 분포에 의해 지반

상황을 조사하는 방법으로서 암석의 종류, 공극률과 포

화도, 지하수, 점토 광물의 함유량과 온도 등에 의해

전기비저항값은 변화한다(Son et al., 2000). 이러한 지

반의 성질을 이용하여 지하에 분포하는 전기비저항값

을 측정하여 지반구조를 파악한다. 전기비저항탐사는

변질대나 단층 파쇄대의 탐지에 유리하지만 지표 부근

에 매우 전기비저항이 낮은 구간이 분포하고 있는 경

우 심부에 대한 탐사 및 해석에 많은 영향을 준다. 금

번 연구지역은 도심지를 통과하는 구간이 많아 지장물

및 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어 전체

구간에 대한 전기비저항탐사를 실시하지 못하였고, 전

기비저항 간섭이 적은 기흥저수지구간에서 종단 및 횡

단의 여러 측선을 수행하였다. 연구지역 중 기흥저수

지구간에서 실시한 하상 전기비저항탐사는 저수지 바

닥에 전극을 설치하고 쌍극자배열을 이용하여 탐사를

수행하였으며, 단층대의 주향방향에 대한 2측선

(L=1,640 m)을 수행하고 주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6측

선(L=3,245 m)를 조사하였다.

3.4. 3차원 전기비저항탐사

2차원 전기비저항탐사와 측정원리 및 탐사방법은 동

일하지만 3차원 전기비저항탐사의 실시는 3차원적 해

석을 통하여 해석영역 내에 분포하는 전기비저항이 낮

은 비저항 이상대(저비저항 이상대)를 3차원으로 확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3차원 전기비저항탐

사는 2차원 전기비저항탐사 결과에서는 확인할 수 없

는 단층대의 주향방향 및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하상구간에서의 전기비저항탐사는 저수지 바

닥에 전극을 설치하여 전기비저항값을 측정하지만 금

번 3차원 전기비저항탐사에서는 전극을 장착한 스트리

머 케이블을 이용하여 배로 이동하면서 전기비저항값

을 측정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전극을 설치한 스트

리머 케이블의 사용은 탐사시간 및 비용 등의 측면에

서 저수지 바닥에 전극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시간적으

Table 1. Summary of geotechnical investigations in this study

Method Purpose

drilling (62 holes) ● To check the distribution of bedrock
● To correlate low-resistivity zones with fault rock texture/structure
● To determine mechanical properties of fault zones after lab testing

2D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4,885 m) ● To image fault zones in cross sections
● To outline the fault damage zone

3D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6,200 m) ● To determine three dimensional geometry of fault zones

vibroseis seismic survey (492 m) ● To image fault zones in cross sections

Fig. 5. Geological map of the study area including locations of boreholes,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lines, and seismic

survey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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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용하였다(Kim et al.,

2002). 스트리머 케이블을 이용한 방법을 적용하여 신

갈단층이 예상되는 위치에서 400×200 m 범위의 영역

에서 20개의 측선을 실시하였으며, 단층대의 주향 방

향으로 9측선(L=1,800 m), 주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11측선(L=4,400 m)를 조사하였다.

3.5. 바이브로사이즈(vibroseis) 탄성파탐사

일반적으로 탄성파탐사는 지표에서 인공적으로 발생

시킨 탄성파(P파, S파)가 땅속에 전파되어 지반의 음향

임피던스 경계에 도달하면 일부는 투과되고 일부는 굴

절 또는 반사되어 지표로 되돌아오는 탄성파를 지표에

설치한 수진기(지오폰)을 이용하여 속도를 측정하고, 획

득한 자료을 이용하여 지층 및 지표하부의 구조를 해

석하는 방법이다(Son et al., 2000).

탄성파탐사에 사용되는 음원으로 많은 종류가 있지

만 탐사대상의 심도가 깊은 경우 높은 에너지의 송신

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에너지를 발생시킬수 있는 송신

원으로는 다이너마이트와 바이브로사이즈가 대표적이

다(Son et al., 2000). 화약류의 경우, 화약의 양 조절

로 탐사심도(depth of investigation) 확보를 위한 에

너지 조절 가능하나, 화약 설치를 위한 추가 시추공

필요하고 송신후 시추공 주변 붕괴에 따른 주변 매질

의 교란으로 반복송신이 불가능하다. 또한 도심지에서

의 작업 제약이 많이 발생하여 이번 조사에서는 적용

성이 떨어진다. 반면에 바이브로사이즈와 같은 진동형

송신원은 순간적인 에너지 크기는 작으나 이를 긴 시

간동안 적용함으로써 탐사심도 확보에 필요한 에너지

를 담보하여 동일지점에서 반복송신이 가능하여 중합

이 가능하다. 또한 송신 주파수 대역을 조정함으로써

원하는 송신파형의 임의적인 생성이 가능하고 이에 따

라 고분해능 탐사에 필요한 고주파 성분의 확보가 가

능하여 바이브로사이즈를 이용하였다.

금번 연구에서는 바이브로사이즈를 송신원으로하여

굴절법 및 반사법 두 가지 모두를 해석하여 단층대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적용된 장비는 탄성파 발생원으로

miniVib T-2500(미국 IVI사)와 수진기(vertical geophone)

을 사용하였으며, 미국 지오메트릭사의 측정시스템

(GeodeDZ)이 이용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2개소에서 각각 302 m, 190 m의

연장에 대하여 탐사를 수행하였다(Fig. 6).

4. 조사결과

4.1. 지질조사 및 시추조사

지질조사 결과 연구지역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암석

은 규장편마암, 흑운모편마암이며, 부분적으로 암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갈단층으로 여겨지는 단

층은 노두에서 확인할 수가 없었다.

시추조사는 수원도폭(Oh and Yuhn, 1972)에서 신갈

단층대로 표시된 위치에서 수행하였다(Fig. 5). 이 지역

은 기흥저수지의 중앙부로서 NTB-44와 45 두 지점에

서 시추조사를 하였으나, 두 공에서 모두 신선한 규장

편마암이 산출하여 시추조사를 통한 신갈단층의 확인

은 실패하였다. 따라서 광역적 선구조분석으로 신갈단

층으로 예상되는 선구조의 주변에서 시추조사를 수행

하였으며(Fig. 5), 그 결과 대부분의 코아에서 단층암을

Table 2와 같이 관찰할 수 있었다.

Fig. 6. Vehicle-mounted source for seismic survey.

Fig. 7. Typical core photographs of faults in drilled cores.

(a) Fault gouge (NTB-11), (b) Fault gouge and fault breccia

(NTB-41).



300 권순달·김선곤·이성한·박권규

총 62공의 시추공 중, 거의 모든 시추공(59공)에서

단층가우지 또는 각력이 관찰되었으며, 그중 5공에서

는 단층암이 100% 출현하였다(Table 2). 이는 단층대

영역이 매우 넓게 분포하는 것을 지시한다. 일부 지역

및 기흥저수지에서의 일부 코아에서는 단층의 영향을

받아 코아 형태로 시료가 회수되었지만 손으로도 부서

지는 정도의 강도가 나타난다(Fig. 7).

4.2. 2차원 전기비저항탐사

전기비저항 탐사결과(Fig. 8a)에서 기존 지질도폭상

의 신갈단층으로 예상되는 200~400 m 구간에서는 상

대적으로 높은 전기비저항값을 보이며, 700~1000 m

구간에서는 선구조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위치에 낮은

전기비저항 이상대가 다수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b에서는 중앙부에 낮은 저비저항이 분포하

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위치는 선구조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곳이다. 단층대의 주향방향을 따라 수행한 탐

사결과(Fig. 8c)에서는 전구간에서 전기비저항값이

500Ω-m이하로 낮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부분적

으로는 100Ω-m이하로 분포한다.

4.3. 3차원 전기비저항탐사

기흥저수지내의 3방향(XYZ)에 대한 역산으로 2차원

전기비저항탐사 결과보다 많은 단면으로 결과를 분석

할 수 있었으며, 3차원적인 전기비저항값의 분포를 확

인할 수 있었다(Fig. 9). 그 결과 큰 규모의 전기비저

항 이상대 3개가 3차원적으로 확인될 수 있었으며, 이

중 이상대 A는 선구조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상대 B, C는 2차원 전기비저항탐사의 횡단단면에

서 확인된 이상대의 위치와 유사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4. 바이브로사이즈 탄성파탐사

바이브로사이즈를 음원으로 하여 2개소에 대한 탐사

를 수행하였으며, 획득된 자료로부터 굴절법 및 반사법

의 2가지 방법 모두를 적용하여 해석을 하였다. Fig. 10

은 굴절법의 결과이며 (a)에서 A구간과 (b)에서 B구간

은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층이 분포하며 이는

파쇄대나 단층 등의 영향일 것으로 판단된다. Fig. 11

은 반사법의 결과로 두 단면 모두에서 약 70~85o의

위경사를 보이며, 경사방향이 서로 대칭되는 여러개의

단층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단면에서 단층대의 영향

권은 약 100~200 m의 범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

며, Fig. 11b의 단면에서의 단층들은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의 저비저항 이상대 위치와 동일하다.

4.5. 조사결과 분석

연구지역에서의 신갈단층대 분포 특성을 규명하기

Table 2. Percentages of fault rocks found in drilled cores

Hole No.
drilling 

depth

*Fault 

Rock (%)
Hole No.

drilling 

depth

*Fault 

Rock (%)
Hole No.

drilling 

depth

*Fault 

Rock (%)

NTB-1

NTB-2

NTB-3

NTB-4

NTB-5

NTB-6

NTB-7

NTB-8

NTB-9

NTB-10

NTB-11

NTB-12

NTB-13

NTB-14

NTB-15

NTB-16

NTB-17

NTB-18

NTB-19

NTB-20

NTB-21

70.1

70.0

67.6

72.3

74.0

78.5

85.3

85.0

83.5

77.0

69.0

69.6

75.5

69.4

63.0

62.1

62.0

63.0

61.0

62.1

67.6

23.7

1.2

53.2

9.5

20.8

92.9

27.7

100

83.3

21.9

100

10.7

31.6

13.4

24.5

36.7

33

0.8

10.1

2.4

0.0

NTB-22

NTB-23

NTB-24

NTB-25

NTB-26

NTB-27

NTB-28

NTB-29

NTB-30

NTB-31

NTB-32

NTB-33

NTB-34

NTB-35

NTB-36

NTB-37

NTB-38

NTB-39

NTB-40

NTB-41

NTB-42

64.0

65.5

61.0

63.2

69.0

56.3

55.3

54.2

52.1

63.4

48.1

55.4

53.0

58.0

55.3

60.4

55.1

55.2

55.2

60.1

55.0

3.0

51.1

100

11.1

9.5

76.9

34.7

85.2

63.0

22.7

43.8

6.6

14.6

10.0

2.4

39.6

14.5

22.0

78.0

73.0

4.3

NTB-43

NTB-44

NTB-45

NTB-46

NTB-47

NTB-48

STB-1

STB-2

STB-3

STB-4

STB-5

STB-6

STB-7

STB-8

STB-9

STB-10

STB-11

STB-12

STB-13

STB-14

55.2

30.2

30.0

60.0

55.0

55.0

61.0

63.2

64.0

72.0

68.5

54.0

51.0

50.0

54.0

55.0

57.0

57.0

36.0

45.3

47.8

0.0

0.0

69.0

66.0

38.0

10.9

100

90.0

77.0

63.0

83.9

100

100

60.0

78.3

85.5

48.7

44.6

28.6

*Fault Rock (%) = (sum of the length of the fault rocks in drilled cores) / total length of drilled cores)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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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sistivity survey profile. (a) A-A', (b) B-B', (c) C-C'. Locations of the survey lines are indicated in the inset. 

Fig. 9. Result of three dimensional resistivity survey. Locations of the survey lines are indicated in the in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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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Fig. 5와 같이 신갈단층으로 예상되는 위치를

따라서 시추조사와 2차원, 3차원 전기비저항탐사 및 바

이브로사이즈 탄성파탐사를 수행하였다.

기존도폭(Oh and Yuhn, 1972)에서 신갈단층의 위치

는 Fig. 2b에서와 같이 기흥저수지 중앙을 통과하고 있

어 저수지를 횡단하는 전기비저항 탐사를 실시하였으

나 저비저항 이상대의 규모가 작게 분포하며(Fig. 8a),

Oh and Yuhn(1972)이 기재한 신갈단층대 위치에 시추조

사를 2공(NTB-44, 45) 수행한 결과 단층암(Table 2)을

관찰하지 못하여 기존도폭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12a에는 저수지 구간의 모든 전기비저항 이상대

와 단층암의 분포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신갈단층대

Fig. 10. Refraction survey profile. (a) Line 1, (b) Line 2. Inferred faults are indicated with dashed lines. 

Fig. 11. Reflection survey profile. (a) Line 1, (b) Line 2. Inferred faults are indicated with dashed lines. 



기흥저수지 지역의 지반조사를 통한 신갈단층대 확인 303

가 기존지질도상의 위치인 Fig. 12a의 ①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흥저수지의 동측경계인 Fig. 12a의 ②,

③지역에 있음을 지시한다.

이 연구를 통해 새로이 규명된 신갈단층의 위치에

대하여 단층의 주향 방향으로 전기비저항 탐사를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8c에 나타난 것처럼 전구간

에서 낮은 전기비저항값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Fig. 5의 거의 남북 방향의 탐사 측선에 거의 평

행하게 신갈단층이 발달되어 있음을 지시한다.

앞서 실시한 2차원 전기비저항탐사 결과로는 단층대

위치에 대한 개략적인 파악만 가능하며, 단층대의 방

향성, 연속성 및 규모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3차원

전기비저항탐사가 수행되었다. 그 결과 3개의 대규모

저비저항 이상대가 확인되었다(Fig. 9). 확인된 A, B,

C의 이상대 중 A는 주단층인 신갈단층, B와 C는

파생단층(secondary fault)로 해석된다. 그 이유는 (i)

이상대 A의 위치와 선구조의 일치(Fig. 4), (ii) 시추

공에서 확인된 단층암 함량(Table 2)이 A 주변에서

높게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3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로 신갈단층의 위치가

A로 확인이 되었으며, 신갈단층대의 연장방향은 (i) 기

흥저수지의 북쪽에서 바이브로사이즈 탄성파탐사 결과

(Fig. 11a) 확인된 단층대, (ii) 3차원 전기비저항탐사

남측에서 동서 방향의 전기비저항탐사에서 확인된 저

비저항 이상대(Fig. 8b), (iii) 시추공에서의 단층암 함

량(Table 2)이 높게 나타나는 곳을 탐사결과와 연관된

분석을 통하여 주단층을 Fig. 12b와 같이 해석하였다.

파생단층은 3차원 전기비저항탐사 지역에서만 연장과

Fig. 12. Analysis of the fault zone in the reservoir area. (a) Fault zone found from drilled cores,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and seismic reflection survey (b) Interpretation of fault zone with the result of drilling and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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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이 확실할 뿐, 3차원 전기비저항탐사가 이루어지

지 않은 그 밖의 지역에서는 파생단층의 연장성이 불

확실하다. 따라서 파생단층의 연장은 전기비저항탐사

결과와 시추공을 이용하여 추측된 것이다.

기흥저수지에서 나타나는 단층대의 기하학적 특징은

단층대가 휘는 부분에서 형성되는 꽃 구조(flower

structure)와 평명상 유사한 모양으로 판단된다(Fig. 13).

5. 토 의

신갈단층대가 발달되어 있는 추가령구조대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많은 연구자들에 검토되어 졌다(Lee et

al., 1983; Won et al., 1990; Kim and Song, 1995;

Kim et al., 1997; Lee et al., 2001; Choi and Chwae,

2010).

추가령구조선은 원산-서울-전곡을 연결하고 NNE-

SSW 방향으로 발달하는 구조선이다. 암석학 및 고지

자기학 연구에 의해서 추가령구조대는 플리오세에서 제

4기에 발생된 열곡(rift valley)로 연구되었다(Lee et

al., 1983; Won et al., 1990).

열곡 이후 추가령구조선의 지질 구조적 특성에 대해

초기의 연구자들은 우수향의 주향이동단층으로 해석을

하였다(Lee et al., 1983; Kim and Song, 1995). 이

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추가령구조선이 좌수향의

주향이동단층으로 해석하고 있다(Kim et al., 1997;

Lee et al., 2001; Choi and Chwae, 2010).

추가령구조선 내에 있는 신갈단층대는 단층대의 방

향상 추가령구조선과 같은 방향의 움직임을 보이는 R

전단으로 해석된다(Fig. 14).

주향이동단층이 휘어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단층이 전파(propagation)할 때 강도가 높은 암석을 만

나서 휘어지거나, 단층대의 단층 끝부분(fracture tip)에

서 발생하는 새로운 단층대가 연결되어 휘어진 모습으

로 나타나게 된다.

Fig. 15a와 같이 휘어지는 경우, 트랜스프레션

(transpression)이 나타나 습곡 및 역단층이 형성되고,

Fig. 15b에서는 트랜스텐션(transtension)이 나타나 정

단층 및 분지가 형성된다(Kim, 2002).

이러한 주향이동단층의 특징들은 전세계 여러 지역

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단층대는 미국의 산

안드리아스 단층(San Andreas fault)이다. 산 안드리아

스 단층(San Andreas fault)은 우수향의 주향이동단층

으로 단층이 곡선으로 휘어지는 부분의 트랜스프레션

부분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Fig. 16에서와 같이 역단층

이 잘 발달되어 있다(Yule and Sieh, 2003).

연구지역의 위성영상 및 DEM(digital elevation

model)을 분석해보면 기흥저수지구간에서의 선형이 휘

Fig. 13. Schematic block digram showing evolution of the

fault zone in the study area.

Fig. 14. Comparison of fault arrays. (a) Study area, (b) Development of secondary faults by shear (modified after Wilcox et

l 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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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형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

추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일부구간(NTB-18~22)에서는

인접 시추공보다 코아상에서의 단층이 적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Table 2), 2차원, 3차원

전기비저항탐사 및 바이브로사이즈 탄성파탐사 결과 여

러매의 단층과 넓은 규모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8~11). 따라서 기흥저수지 구간에서 신갈

단층이 휘어지는 형태로 주향이동하기 때문에 트렌스

프레션에 의하여 여러 역단층들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지역의 경우 도시화로

인하여 노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정황

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신뢰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단

층대의 기하학적 특징 및 단층간의 연결 형태 등에 대

한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6. 결 론

기흥 저수지 인근지역의 지반조사 결과 이 지역에

Fig. 15. Development of geological structures at the restraining or releasing by strike-slip fault (Ramsay & Huber, 1987).

(a) Transpression, (b) Transtension.

Fig. 16. San Andreas fault (Yule and Sieh,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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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신갈단층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①기흥저수지 인근은 평지 및 도시화로 노두의 확

인이 어려운 지역으로 신갈단층을 노두를 통하여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지역이다. 이 연구에서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를 통하여 기존도폭이 기재

한 위치에서 동측으로 약 300 m 이격된 지점에

폭 300 m의 N10oE 방향성을 보이는 대규모의

단층대를 확인하였다.

② 미시추구간에서는 2차원, 3차원 전기비저항탐사

및 바이브로사이즈 탄성파탐사를 실시하여 신갈

단층대를 확인하고, 저수지구간에 망상(anasto-

mosing)의 형태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망

상의 형태는 주향이동단층 발생시 휘어지는 곳에

서 나타나는 꽃 구조로 해석될 수 있지만 노두확

인이 불가능한 연구지역에서 이와 같은 해석을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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