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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detailed geological survey around the southern Yangsan Fault, we newly found a Quaternary fault

outcrop, which cuts unconsolidated sediments. The fault named the Sinwoo site, located in the Sinwoo pasture,

Miho-ri, Duseo-myeon, Ulsan metropolitan city, is the first discovered Quaternary fault near the western part of the

south Yangsan Fault. In this study, we provide information on characteristics of fault geometry and unconsolidated

sediment at Sinwoo site based on the analysis data of topography, drainage, and lineament around the study site.

The fault site is situated at pediment slope, but fan-shaped middle terrace, as well as thick sediment exposed at low

terrace, indicates that the unconsolidated sediments have been deposited in the alluvial fan environment. The

drainage develops to the third-order drainage system, and the first and the second drainage system meet at right

angles to each other and form a radial drainage pattern. In addition, the NE-SW direction lineaments can be

identified on the basis of the curvature of the river and the step of the topographic relief, running over the Sinwoo

site. The fault of N30-35°E/79-82°SE shows ~ 5.8 m apparent vertical offset and dominantly reverse-slip sense

based on slickenline, rotation of pebbles, and drag folding at footwall. However, some discontinuous sediments

observed in the footwall are interpreted as fissure-filling materials due to the strike-slip movement. Now, we are

under multidisciplinary investigations of additional field survey and age dating in order to determine the evolution

of Sinwoo site fault during the Quaternary.

Key words : Sinwoo site, quaternary fault, pediment, reverse-slip sense, strike-slip movement 

양산단층 남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밀 지질조사 수행 중에 울산광역시 두서면 미호리 신우목장 절개사면에서 미

고결퇴적층을 자르고 있는 단층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양산단층 남부 인근 이서 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된 제4기 단층

노두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우지점 주변의 지형, 수계 및 선형구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우지점에서 관찰되는 단

층의 기하학적 특성 및 미고결퇴적층의 특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단층이 발달하고 있는 지형은 침식 산록

완사면으로 보이나 저위면의 두꺼운 퇴적층과 중위면의 부채꼴(Fan) 양상은 충적선상지 지형 특징을 보인다. 수계는

3차 수계까지 발달하여 1차 수계와 2차 수계가 서로 직각으로 만나면서 방사상 형태를 보인다. 또한 하천의 휘어짐과

지형면의 단차를 통해 본 지점을 통과하는 북동-남서 방향의 선형구조들이 인지되었다. 신우지점의 단층은 N30-35°E/

79-82°SE 의 자세를 보이며, 약 5.8 m 의 겉보기 수직 변위가 관찰되는 역단층의 기하를 보인다. 단층면에서 확인된

단층조선과 단층 하반의 최상부 미고결퇴적층 내 역들의 방향성도 전형적인 역단층 운동감각을 지시한다. 하지만 단층

의 하반 내 일부 단층대를 따라 불연속적인 퇴적물이 관찰되며, 이는 주향이동운동에 의한 열극구조를 상위의 미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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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물이 채운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절대연령 측정 및 추가적인 조사가 수행 중이며, 추후 이러한 다학제적 조사결과

가 도출된다면 본 신우지점 제4기 단층노두에 대한 정확한 단층의 형성 및 발달사가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신우지점. 제4기 단층, 페디먼트, 역단층운동, 주향이동운동

1. 서 론

한반도 동남부의 제4기 단층은 1994년 일본 지형학

자인 Okada교수에 의하여 처음으로 알려지기 시작하

였으며, 이후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을 따라 제4기 단층

노두와 트렌치 조사를 통한 제4기 단층들이 약 60여

지점에서 확인되어 현재는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을 활

성단층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울산단층에서

보고된 대부분의 제4기 단층의 지점들은 경주와 울산

을 잇는 울산단층 동측 산록을 따라 분포하며, 양산단

층의 경우에는 언양-통도사구간 혹은 경주 이북에서 양

산단층 저지대를 따라 발견되고 있다. 특히 양산단층

에서 알려진 제4기 단층들은 제4기 동안 한반도에 작

용한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압축력에 의한 결과물로 해

석되며(Park et al., 2006; Kim et al., 2016), 대체로

단층의 동쪽 혹은 단층대 내부에 위치한다(Choi et

al., 2012).

연구지역 내 양산단층의 서쪽에 위치하는 기반암 단

층은 모량도폭 Kim et al., (1971)에서 처음으로 보고

되었으며, 경주지진 이후 이 무명의 단층은 덕천단층

으로 명명되었다(Kim et al., 2017). 덕천단층은 남-북

방향으로 미호리 인근까지 연장 발달하고 있으며, 남

쪽에서는 무명의 남-북 단층과 서북서-동남동 단층 등

2조가 있다(Lee and Lee, 1972). 하지만 이 두 단층

은 연구지점인 미호리 인근까지 연장되나, 신우지점까지

의 연장성은 지질도 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Fig. 1).

2016년 9월 12일에 발생한 경주지진은 미소지진의 공

간적인 분포를 바탕으로 양산단층과 덕천단층의 연결

부 손상대 내 부수단층에 의해 발생되었을 것으로 해

석되어 진다(Kim et al., 2017). 하지만, 상기 지진단

층에 대한 지표변형은 관찰되지 않았다.

2019년 2월 20일, 경주지진 진앙지에서 남쪽으로 약

12 km 떨어진 지점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아미

산 못길 54번지(신우목장 소유지)에서 미고결퇴적층을

절단하고 있는 단층노두를 발견하였다. 이 지점은 양

산단층대의 주단층대로부터 서쪽으로 약 1.7 km 떨어

져 있으며, 신우지점으로 명명하였다. 이 소고를 통해

양산단층 이서지역의 미고결퇴적층을 자르고 있는 단

층을 처음으로 보고하며, 주변지역의 지형과 수계 분

석, 선형구조 분석 결과와 함께 신우지점에서 관찰되

는 단층의 기하학적 특성 및 미고결퇴적층의 특징 등

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

로 양산단층 손상대 내 제4기 단층지점에서 관찰되는

미고결퇴적층과의 대비를 통해 지형면과 미고결퇴적층

의 형성 시기 등을 유추하고 해석하여 최후기 단층시

기를 제안하였다. 향후, 연대측정결과와 토양 시료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단층에 대한 상세한 추가 조사를

통해 본 단층의 운동학적 그리고 역학적인 해석 및 경

주지진 유발단층과의 상관관계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Fig. 1. Simplified regional geological map of the eastern

part of the Gyeongsang basin with the location of the study

area, modified after Chwae et al. (1995) and Son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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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형과 선형구조 

연구지역의 배후산지인 아미산(603.6 m) 일대는 주

로 백악기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미산은 북북

동 방향의 능선을 이루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지대

에는 백악기 흑운모화강암이 분포하고 있다(Fig. 2). 아

미산 동측은 경사가 가파른 산정상부와 이로부터 멀어

지면서 완만한 경사의 저구릉지가 발달하고 있어, 전

반적으로 오목한 형태의 지형단면을 보여준다(profile

A-A’ in Fig. 2). 이 완경사지는 침식에 의한 페디먼트

(pediment)이거나 충적선상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산

록완사면은 산정상으로부터 약 10° 이하의 경사각을 가

지면서 완만해지며 위쪽으로 오목한 형태를 가지고 있

다(profile B-B’ in Fig. 2). 총 길이는 약 600 m 이

상이며, 층후 10 m 이내 퇴적층이 기반암 상부를 피

복하고 있다. 퇴적층은 아미산의 백악기 응회암 단일

역들로 구성된 역층이며, 아미산부터 신우지점까지의

오목한 지형면은 이 지역의 고위면으로서 침식에 의하

여 만들어진 페디먼트을 지시한다(Oard, 2004). 신우지

점 부터는 약 6° 이하의 경사를 보이는 지형평탄면인

저위면이 발달하고 있으며 두꺼운 퇴적층이 퇴적되어

있어, 산록완사면의 충적선상지로도 분류할 수 있다.

두꺼운 퇴적층이 퇴적된 평탄면들은 현재 경작지로 활

용되고 있다. Figure 2 에서 연두색으로 표시한 지형

면은 고도 300 m 내외의 매우 완만한 지형평탄면으로

미고결퇴적층은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

지형평탄면은 부채꼴 형태를 취하고 있고 여러 개의

곡으로 분지 되어 있어 오래된 충적선상지 지형으로

해석된다(Fig. 2).

신우지점 단층노두 지역은 아미산을 중심으로 1차

수계가 방사상 형태를 가지며 매우 짧은 길이로 발달

하고 있으며 1차 수계는 북서 방향의 2차 수계를 만나

고 미호저수지로부터 시작되는 미호천과 합류한다

(Fig. 2). 이 지역의 3차 수계인 미호천은 활모양의 형

태로 발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호천과 합류하

는 2차 수계들도 대부분 직선 길이 1.5 km를 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짧은 길이의 1차 수계가 거의 직

각으로 2차 수계를 만나고 있는 특징으로 보아 수계

모양이 방사상 수계 형태에 속하며 이는 화산암지대

또는 평행 단열들이 잘 발달하는 지역의 수계 특징이

다(Ritter et al., 2002). 상기와 같은 수계특징으로 보

아 이 지역은 화산암분포지역으로 융기운동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Schman et al., 2000). 

신우지점을 중심으로 양산단층 서측에서 일련으로

길게 발달하고 있는 곡, 충적선상지 단차의 연속성, 고

기 충적선상지 지형 등을 이용하여 선형구조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된 선형구조들의 주향은 대부분 북동

방향이며, 양산단층과 평행하거나 20° 내외로 사교하고

있다(Fig. 2). 남북 내지 북북동 방향의 단층인 덕천단

층은 이곳 신우지점까지는 지속적으로 연장되지 않으

나, 신우지점 남동쪽에서는 북동 방향의 선형구조를 인

Fig. 2. Geomorphological map around the Sinwoo site

based on hillshade images from LiDAR-derived DEM and

topographic profiles across the piedmont; a green circle:

location of the fault; orange: higher surface; light green:

middle surface; pink: lower surface; red dashed-lines:

lineaments; blue lines: drainages; A-A’ and B-B’: topographic

profil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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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할 수 있다. 선형구조들 중 일부는 야외조사에서 단층

으로 확인된다. 신우지점을 통과하는 선형구조는 하천의

휘어짐과 지형면의 단차 (profile B-B’ in Fig. 2)에 의하

여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그 연장성은 명확하지 않다.

3. 미고결퇴적층의 퇴적단위

연구지역의 미고결퇴적층은 단층의 상, 하반에 모두

분포하며, 단층의 상반에서 최대 두께가 1 m 내외임에

반해 하반은 최대 5.8 m 로 두껍게 나타난다. 미고결

퇴적층은 단층으로부터의 상대적 위치(상반 혹은 하반),

퇴적층의 층서, 구성입자의 크기, 퇴적구조 유무를 바

탕으로 총 4개의 퇴적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Fig. 3).

3.1. 퇴적단위 1

퇴적단위 1은 단층의 하반에 위치하며, 하부의 백악

기 흑운모화강암을 부정합으로 피복하고 있다. 퇴적단

위 1은 분급이 불량한 각형에서 아원형의 역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역들은 잔자갈(pebble, D:2-64 mm)에

서 왕자갈(cobble, D:64-256 mm) 크기로, 부정합면

상부에서는 역점이층리(inverse grading)가 관찰된다.

부정합면으로부터 약 2.5 m 상부까지는 입자지지

(clast-supported)되어 있으며(Fig. 4a), 입자지지되어

있는 역들 사이에는 실트질 모래가 채워져 있다. 대체

로 괴상이며, 타원형(elongated)의 역들에서도 우세한

방향성이 관찰되지 않는다. 이후 상부로 갈수록 입자

의 크기와 함량이 감소함에 따라 분급이 불량한 실트

질 모래에 의해 기질지지(matrix-supported)되어 있다

(Fig. 4b). 최상부는 약 0.1-0.3 m 두께의 자색의 세립

사로 구성되어 있다.

3.2. 퇴적단위 2

퇴적단위 2는 퇴적단위 1의 상부에 위치하며, 이후

에 퇴적된 퇴적단위 3에 의해 침식되어 측방연장성이

불량하다. 퇴적단위 2는 자색을 보이는 괴상의 실트질

모래로 구성되며, 드물게 잔자갈 크기의 역들이 관찰

되기도 한다. 퇴적단위 2의 최상부는 식생에 의해 피

복되어 있다.

3.3. 퇴적단위 3

퇴적단위 3은 단층의 하반, 퇴적단위 1의 상위에 위

치하며, 아래로 오목한 침식경계가 특징이다(Fig. 3).

퇴적단위 3은 입자지지되어 있는 아각형에서 아원형의

역들로 구성되며, 역들 사이는 분급이 불량한 모래로

채워져 있다. 역들은 잔자갈 크기의 역들이 우세한 가

운데, 왕자갈 크기의 역들로 관찰할 수 있다. 대체로

괴상인 특징은 하부의 퇴적단위 1과 유사하나, 퇴적단

위 3에서는 신장된 역들이 아래로 오목한 하부경계에

사각으로 배열되어 희미한 사층리를 관찰할 수 있고

(Fig. 4c), 구형도가 우수한 역들 또한 관찰할 수 있다.

3.4. 퇴적단위 4

퇴적단위 4는 단층의 상반에 위치하며, 화강암과는

부정합으로 접하고 있다. 이 부정합면은 전반적으로 하

Fig. 3. A panoramic photograph of the Sinwoo site fault and unconsolidated sediment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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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 오목한 형태를 보이나, 단층인접부에서는 경사가

완만하고, 단층의 반대편 경계는 경사가 급해, 좌우의

곡률이 비대칭이다(Fig. 3). 이 부정합면을 따라 퇴적단

위 4는 단층 인접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두께가 얇고, 단

층에서 멀어질수록 두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Fig. 3). 퇴적단위 4는 입도, 역의 함량 및 역의 형태

를 바탕으로 총 3개의 하위 퇴적단위(퇴적단위 4a-4c)

로 구분할 수 있다.

3.4.1. 퇴적단위 4a

퇴적단위 4a는 단층의 상반에서 하부의 화강암과 부

정합으로 접하고 있으며, 단층에서 멀어짐에 따라, 퇴

적상의 측방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단층 인접부에서

는 두께가 얇고 잔자갈 크기의 각형에서 아각형 형태

를 보이는 역이 분급이 불량한 실트질 모래에 지지되

어 있다(Fig. 4d). 반면 단층에서 멀어질수록 퇴적층의

두께와 함께 역의 함량 및 크기가 급격히 증가한다

(Fig. 4d). 퇴적단위 4a는 대체로 괴상이나 타원형의 역

들의 경우, 장축이 층리면과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다.

3.4.2. 퇴적단위 4b

퇴적단위 4b는 퇴적단위 4a 상부에 위치하며, 분급

이 불량한 괴상의 사질퇴적물로 구성되어 있다. 드물

게 잔자갈 크기의 역이 관찰되기도 한다. 단층인접부

에서는 침식에 의해 퇴적단위 4b를 확인할 수 없으나,

단층에서 멀어짐에 따라 노출된 두께가 증가한다

(Fig. 4d).

3.4.3. 퇴적단위 4c

퇴적단위 4c는 퇴적단위 4b 상부와 뚜렷하게 차이나

는 평평한 하부경계를 보인다. 최하부 퇴적단위 4a와

유사한 퇴적상을 보이나, 퇴적단위 4a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원형에서 아원형의, 구형도가 우수한 잔자갈에서

왕자갈크기의 역들이 기질에 의해 지지되어 있다

(Fig. 4d).

4. 단층의 특성

자연 노출 절개지에 발달하는 신우지점의 단층은

N30-35°E/79-82°SE의 자세를 보이는 단층면을 기준으

로 기반암인 화강암이 단층의 상, 하반에서 상대적으

로 약 5.8 m 의 겉보기 수직 변위가 관찰되며, 동쪽지괴

(상반)가 서쪽지괴(하반)를 올라타는 일반적인 역단층

형태의 기하를 보인다(Fig. 3). 특히 단층의 하반에서는

미고결퇴적층이 기반암인 백악기 흑운모화강암을 부정

합으로 피복하고 있으며, 노출된 단층의 중·상부지점에

서는 상반의 기반암과 단층접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 단층은 매우 선명한 단층면을 가지고 있는 반면,

Fig. 4. Photographs of the detailed sedimentary facies. (a) Clast supported fabric of poorly sorted, angular clasts in Unit-1.

(b) Upper part of Unit-1. The upper part is composed of pebble to cobble sized angular to subrounded clasts supported by

silty sand matrix. (c) Photographs of Unit-3. Unit-3 is composed of subangular to rounded, pebble sized clasts. Concave-up

lower boundary (yellow line) and crude cross stratifications (dotted lines) are noteworthy. (d) Close-up view of Unit-4. Unit-

4 is characterized by gradual increase in bed thickness away from the fault. Rounded clasts in Unit 4c (ar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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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손상대가 거의 발달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단

층면과 접하는 화강암 내 일부분에서만 열수 작용에

의한 변질대가 약 5 - 10 cm 내외로 불규칙하게 발달

하기도 한다(Fig. 5a). 단층면에서는 약 1 - 3 cm 두께

의 적갈색의 단층비지가 충전되어 있으며(Fig. 5a), 노출

된 단층을 따라 상부인 화강암과 미고결 퇴적층이 접하

는 지점에서는 약 10 cm 두께로 발달하기도 한다. 이러

한 적갈색의 단층비지는 지표에서부터 절개지 최상부 약

10 cm 아래까지 연속성 있게 연장되지만 절개지 최상

부에서는 연속성이 불분명해진다. 단층의 하반에서는 미

고결퇴적층과 접하는 수직 단층대를 따라 불연속적인

수직의 미고결퇴적물이 관찰되며,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

록 폭이 좁아지는 형태를 보인다(Fig. 5b). 이 미고결퇴

적물은 매우 분급이 좋은 잔자갈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층면에서 확인된 단층조선은 123°→82°로 순수한

역이동성 운동감각을 뚜렷이 지시한다(Fig. 5c). 단층

하반의 최상부 미고결퇴적층 내 역들의 방향성도 단층

주변에서는 거의 수직으로 배열하지만 단층대에서 멀

어지면서 수평의 배열을 보이는 향사형 습곡형태를 보

이고 있다(Fig. 5d). 이러한 특징들은 일반적인 역단층

에서 단층의 하반에서 인지되는 끌림 습곡으로 해석된

다. 상술한 신우지점 단층대의 기하 및 운동학적 특성

들을 종합해 보면 기반암에서 발달했던 단층이 제4기

동안 재활운동 결과로 판단된다.

5. 토 의

지형분석 상, 본 신우지점의 미고결퇴적층은 산록 완

사면을 덮고 있는 퇴적층으로 페디먼트지형에서 퇴적

된 것으로서 해석할 수 있다. 이 응회암 역은 모두 풍

화되어 있는데, 이는 미고결퇴적층의 퇴적 이후, 충분

한 암석화과정을 겪지 못한 채, 대기 중에 노출되어

오랜 시간 동안 풍화작용을 받았음을 지시한다. 또한

신우지점은 산록완사면에 분포하는 고위면지형으로 퇴

적물의 역들이 주로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퇴적물

이 배후산지인 아미산으로부터 공급되어 퇴적되었음을

지시한다. 즉 배후산지와 산록완사면으로 대표되는 지

형에서 퇴적작용이 발생, 신우지점의 미고결퇴적층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반도 남동부에서, 풍

화된 역을 포함하는 미고결퇴적층은 마이오세 퇴적분

지에도 관찰 가능하다. 하지만 이 미고결퇴적층은 분

지 경계단층 인접부를 제외하고는 하성 혹은 호성환경

에서 퇴적되어, 미고결퇴적물 내 역들의 종류가 다양

하고 신우지점에 비해 역들의 원마도가 우수하다. 또

한, 지금까지 양산단층의 서편에서 마이오세 퇴적분지

가 보고되거나 관찰되지 않은 점 또한 이 미고결퇴적

층이 제4기에 형성되었음을 지시한다. 실제로 제4기 지

형분석 및 퇴적물 분석이 많이 이루어진 양산단층의

언양-통도사구간에서도, 동-서 방향의 수계에 의해 제

Fig. 5. Photographs of the detailed fault-related structures at the Sinwoo site fault. (a) Fault gouge and alternation zone

observed in fault core. (b) Some discontinuous sediments observed in the footwall. (c) Slickenlines on the fault surface

showing reverse slip sense. (d) Drag fold geometry indicated through rotation of pebble orientation at the foot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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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된 단구들이 잘 발달하고 있으며, 이 단구들중 최고

위면의 특징은 풍화된 역을 포함하고 있는 미고결퇴적

물이다(MIS 6 혹은 MIS 8a, Okada et al., 1994;

Lee, 2011). 따라서 신우지점의 미고결퇴적층은 최고위

면의 특징인 풍화된 역과 지형면의 고도상으로 언양-

통도사간 단구들 중 최고위면의 하안단구와 대비된다.

그러므로 신우지점 미고결퇴적층의 형성시기는 20-30

만년으로 추정되며, 이를 절단하는 신우지점 단층은

MIS 8(30만년) 이후에 활동한 제4기 단층으로 보인다.

본 신우지점 제4기 단층은 기보고 되었던 한반도 남

동부 양산단층대 주변의 제4기 단층들과 비교하여 여

러 차이점이 있다. 대표적인 차이점으로는 1) 본 단층

과 양산단층대와의 상대적인 위치, 2) 단층이 발달한

고도, 3) 단층의 운동학적 특징이다. 양산단층대 주변

에서 기보고된 대부분의 제4기 단층들은 양산단층의

주단층대의 단층손상대에 해당되는 주변 500 m 이내

에 주로 분포한다. 이들은 양산단층의 단층손상대에 해

당되는 부분에서 기존 단층의 선택적 재활성 혹은 단

층대 폭의 확장과 관련된 부수단층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g., Choi et al., 2009). 하

지만 본 노두는 양산단층의 주단층대에서 서편으로 약

2 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양산단층대의 단층손

상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산단층의 구조지질

학적·고지진학적 및 기하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제안된

양산단층 지진원 규모의 분절시스템 개념에서 본다면

(Choi et al., 2017), 기존에 보고된 제4기 단층지점들

은 양산단층대의 남중부 분절 및 북부 분절에서 주로

발견되었다. 하지만 신우지점은 양산단층 남북부 분절

구간(활천나들목-언양분기점 구간)에 위치하면서 양산

단층과 서편의 모량단층 중간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서 처음으로 제4기 단층의 존재가 확인된 것이다. 이

단층은 기존의 언양분기점 인근에서 보고된 신흥단층

(Kang and Ryoo, 2009)과 약 11 km 떨어져 있으며

경주지진 진앙으로 부터는 약 12 km 떨어져 있다. 또

한 기존에 보고된 제4기 단층들은 대부분 100 m 이하

의 고도에서 발견되었지만, 신우지점은 해발 약 280

m 고도에서 발견되었다. 따라서 본 제4기 단층은 기존

에 보고된 양산단층 주변의 제4기 단층들과는 다르게

양산단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기반암 단

층이 제4기 동안 재활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일반

적으로 지표부근에서는 균압이 낮아 단층비지를 형성

하기 어렵기 때문에(McCalpin et al., 2009), 기반암과

미고결퇴적층이 접하는 지점에서 관찰되는 단층비지는

제4기 단층운동에 의해 생성된 것이 아니라, 심부에서

일어난 기반암내 단층작용에 의해 기존에 형성된 단층

비지가 미고결퇴적층 퇴적 이후에 단층이 재활성 되면

서 단층대를 따라 위로 주입 혹은 끌려 올라온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진단층들에서도 단층비지는 아직 보

고된 바 없다.

하지만 본 단층이 경주지진을 야기한 단층과 매우

유사한 기하학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양산단층과 소

위 양산단층 서편에 양산단층과 평행한 북북동 방향의

덕천단층 사이의 연결부 손상대 내 부수단층이 제4기

동안 재활성한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만약 본 단층이

양산단층과 덕천단층의 남부 연결부 손상대 내 부수단

층의 제4기 단층운동에 의한 것이라면 경주지진의 발

생 기작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질학적 의

의를 가진다.

본 단층에 대한 정확한 운동학적 해석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될 의문이 있다. 첫째, 현재의 동북

동-서남서 방향의 압축응력 하에서 북북동-남남서 혹은

북동-남서 방향의 단층은 우수향 주향이동 운동감각을

보여야 하지만 본 단층은 순수한 역단층성 운동을 지

시하는 단층조선만 우세하게 관찰된다는 점이다. 둘째,

겉보기 수직변위가 약 5.8 m로 상대적으로 큰 변위가

관찰되는데, 이러한 변위가 제4기 동안 몇 번의 단층

운동에 의한 누적변위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셋

째, 단층의 하반에 미고결퇴적층과 접하고 있는 일부

단층대를 따라서 열극구조가 발달하고 있으며 매우 분

급이 좋은 잔자갈 퇴적물로 채워져 있다. 이들은 단층

작용에 의해 형성된 열극(fissure)을 따라 상위의 미고

결퇴적물이 흘러들어와 채워진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까지 관찰된 신우지점의 단층조선은 일관되게 역단층

운동감각을 보이나, 열극구조가 주향이동단층을 지시하

는 지시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므로(McCalpin et

al., 2009), 고각의 신우지점 단층이 제4기 동안 주향이

동운동 역시 경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

욱이 이 열극구조는 상위지층에 의하여 잘려 있어 이

를 바탕으로 단층운동의 횟수를 구분할 경우 제4기 동

안 최소 2회 이상의 단층운동을 유추할 수 있다. 마지

막으로 대부분의 단층들은 단층이 재활성되면서 단층

손상대의 폭이 넓어지는 특징을 보이며, 단층의 변위

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폭 넓은 단층손상대가 관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본 노두에서는 기반암 부분

에서도 큰 변위에 비해 좁은 단층손상대가 발달하는

것 또한 풀어야할 과제이다.

현재 상술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고결퇴적층

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절대연령 측정 및 추가적인 조



258 최성자 ·김용식 ·천영범 ·고경태

사가 수행 중이다. 추후 이러한 다학제적인 조사결과

가 도출된다면 본 신우지점 제4기 단층노두에 대한 정

확한 단층의 형성 및 발달사를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경주지진을 일으킨 지진단층을 지표에

서 관찰하지 못하였으나, 신우지점 단층을 통해 경주

지진단층을 규명하는데 직접적인 열쇠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양산단층 주변에 발달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부수 단층들의 제4기 재활성 운

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제4기 동안에 양산단층대

에서는 주로 단층손상대 내 부수단층의 활성 혹은 재

활성 움직임이 우세하였다는 결과와는 불일치하므로 한

반도 남동부 일대 및 양산단층대 주변의 구조적 진화

해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결과로 활용될 수 있다.

사 사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의 재난

안전플랫폼기술개발사업인 ‘국토 대단층계(양산단층 중

부지역) 위험요소 평가연구(NP2018-017)’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세심한 검토와 건설적인

조언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Choi, J-H., Kim Y-S. and Klinger, Y. (2017) Recent
progress in studies on the characteristics of surface
rupture associated with large earthquakes.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v.53, p.129-157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Choi, J.-H., Yang, S.-J. and Kim, Y.-S. (2009) Fault zone
classification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southern Yangsan fault in the Sangcheon-ri area, SE
Korea.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v.45, p.9-28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Choi, S.-J., Jeon, J.-S., Song, K.-Y., Kim, H.-C., Kim, Y.-H.,
Choi, P.-Y., Chwae, U.C., Han, J.-G., Ryoo, C.-R., Sun,
C.-G., Jeon, M.S., Kim, G.-Y., Kim, Y.-B., Lee, H.-J.,
Shin, J.S., Lee, Y.-S. and Kee, W.-S. (2012) Active
faults and seismic hazard map. NEMA, Seoul, 882p.

Kang, J.-H. and Ryoo, C.-R. (2009) The movement
history of the southern part of the Yangsan Fault Zone
interpreted from the geometric and kinematic

characteristics of the Sinheung Fault, Eonyang,
Gyeongsang Basin, Korea. Journal of Petrological
Society of Korea, v.18, p.19-3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Chwae, U.C., Hong, S.H., Lee, B.J., Hwang, J.H., Park,
K.H., Hwang, S.K., Choi, P.Y., Song, K.Y. and Jin, M.S.
(1995) Geological map of Korea, 1:1,000,000. Korea
Institute of Geology, Mining, and Materials, Daejeon,
Korea.

Kim, M.-C., Jung, S., Yoon, S., Jeong, R.-Y., Song, C.W.
and Son, M. (2016) Neotectonic Crustal Deformation
and Current Stress Field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ir Tectonic Implications: A Review. The Journal of
the Petrological Society of Korea, v.25, p.169-193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m, N.J., Kwon, Y.I. and Jin, M.S. (1971) Gelogical Map
of Moryang Sheet (1:50,000). Geological Survey of
Korea, 19p.

Kim, Y-S., Kim, T., Kyung, J.B., Cho, C.S., Choi, J-H. and
Choi, C.U. (2017) Preliminary study on rupture
mechanism of the 9.12 Gyeongju Earthquake.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v.53, p.407-422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ee, G-T. (2011) Researches on fluvial terrac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Geomorphological Association,
v.18, p.17-33

Lee, Y.J. and Lee, I.K. (1972) Geological Map of Eonyang
Sheet (1:50,000). Geological Survey of Korea, 22p.

McCalpin, J.P. (2009) Paleoseismology: 2nd ed. Academic
Press, San Diego, 613p.

Okada, A., Watanabe, M., Sato, H., Jun, M-S., Jo, W-R.,
Kim, S-K., Jeon, J-S., Chi, H-C. and Oike, K. (1994)
Active fault topography and trench survey in the
central part of the Yangsan Fault, Southeast Korea.
Journal of Geography, v.103, p.111-126. 

Oard, M.J. (2004) Pediments formed by the Flood:
evidence for the Flood/post-Flood boundary in the
Late Cenozoic. Journal of Creation, v. 18, p.15-27.

Park, Y., Ree, J. and Yoo, S. (2006) Fault slip analysis of
Quaternary faults in southeastern Korea. Gondwana
Research, v.9, p.118-125.

Ritter, D.F., Kochel, R.C. and Miller, J.R. (2002) Process
Geomorphology (4th edition). McGraw–Hill Higher
Education, 560p. 

Schumm, S.A., Dumont, J.F. and Holbrook, J.M. (2000)
Active tectonics and alluvial riv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76p.

Son, M., Song, C.W., Kim, M.-C., Cheon, Y., Cho, H. and
Sohn, Y.K. (2015) Miocene tectonic evolution of the
basins and fault systems, SE Kora: dextral, simple
shear during the East Sea (Sea of Japan) opening.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v.172, p.664-6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