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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uplex system has been considered as an important slip-transfer mechanism to evaluate the evolution of

orogenic belts. Duplexes are generally found in the hinterland portion of fold-thrust belts and accommodate large

amounts of total shortening. Thus, understanding its geometric and kinematic evolution can give information to

evaluate the evolution of the entire orogenic belt. Duplexes are recognized as closed-loop thrust traces on map

view, indicating higher connectivity than imbricate fans. As originally defined, a duplex is an array of thrust horses

which are surrounded by thrust faults including the floor and roof thrusts, and imbricate faults between them.

Duplexes can accommodate regional layer-parallel shortening and transfer slip from a floor thrust to a roof thrust.

However, an imbricate fault is not the only mean for layer-parallel shortening (LPS) and displacement transfer

within duplexes. LPS cleavages and detachment folds can also play the same role. From this aspect, a duplex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1) fault duplex, 2) cleavage duplex and 3) fold duplex. Fault duplex can further be

subdivided into the Boyer-type duplex, which was firstly designed duplex system in the 1980s that widely applied

most of the major fold-thrust belts in the world, and connecting splay duplex, which has different time order in the

emplacement of horses from those of the Boyer-type. On the contrary, the cleavage and fold duplexes are newly

defined types based on some selected examples. In the Korean Peninsula, the Yeongwol area, the western part of

the Taebaeksan Zone of the Okcheon Belt, gives an excellent natural laboratory to study the structural geometry

and kinematics of the closed-loops by thrust fault traces in terms of a duplex system. In the previous study,

the Yeongwol thrust system was interpreted by alternative duplex models; a Boyer-type hinterland-dipping

duplex vs. a combination of major imbricate thrusts and their connecting splays. Although the high angled beds

and thrusts as well as different stratigraphic packages within the horses of the Yeongwol duplex system may

prefer the later complicate model, currently, we cannot choose one simple answer between the models because

of the lack of direct field evidence and time information. Therefore, further researches on the structural field

investigations and geochronological analyses in the Yeongwol and adjacent areas should be carried out to test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fold and cleavage duplex models to the Yeongwol thrust system, and it will

eventually provide clues to solve the enigma of formation and its evolution of the Okcheon Belt.

Key words : Boyer-type hinterland-dipping duplex, connecting splay duplex, cleavage duplex, fold duplex, Yeong-

wol thru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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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플렉스 시스템(duplex system)은 조산대의 진화에서 슬립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커니즘 가운데 하나로 고려되어

왔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습곡-단층대의 후방지(hinterland)에 발달하며, 조산대를 이루는 총 수축의 많은 부분을 수용

한다. 그러므로 듀플렉스의 구조기하학 및 키네마틱 진화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전체 조산대의 진화를 평가하는데 있

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듀플렉스는 지질도 상에서 트러스트들에 의한 폐곡선 형태의 단층 자취에 의해 인

지되는데, 이들은 인편팬(imbricate fan) 시스템의 경우보다 높은 연결성을 보인다. 원래의 정의에 따르면, 듀플렉스는

바닥트러스트(floor thrust)와 지붕트러스트(roof thrust) 및 이들 사이의 인편상 트러스트(imbricate thrust)들에 의해

사방이 둘러싸인 포로암(horse)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광역적인 지층-평행 수축(layer-parallel shortening)을 수용하며,

바닥트러스트로부터 지붕트러스트로 단층을 따라 발생하는 슬립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인편상 단층이 바닥

및 지붕 트러스트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층-평행 수축이나 변위 전달의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지층-평행 수축 벽개

(LPS cleavage)와 분리단층습곡(detachement fold) 또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듀플렉스는

1) 단층 듀플렉스, 2) 벽개 듀플렉스, 3) 습곡 듀플렉스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단층 듀플렉스는 다시

Boyer-type 듀플렉스와 커넥팅-스플레이(connecting splay) 듀플렉스로 세분된다. 전자는 1980년대에 트러스트시스템

의 개념을 적용하여 최초로 정의된 듀플렉스 형태이고, 후자는 듀플렉스 형성 시 포로암들의 발달 순서에 있어 전자

의 듀플렉스와 차이를 가진다. 이들 단층 듀플렉스 유형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습곡-단층대의 구조진화 연구에 널리

적용되어왔다. 반면에, 벽개 듀플렉스 및 습곡 듀플렉스는 몇몇의 노두에서 선택적으로 보고된 내용에 기반하여 최근

에 새롭게 제안된 듀플렉스 유형이다. 한반도 옥천대 내 태백산 분지 서쪽의 영월지역은 높은 연결성을 보이는 트러

스트들에 의한 폐곡선 형태의 단층 자취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국내에서 습곡-단층대 내에서 트러스트시스템에

듀플렉스 모델을 적용시켜 볼 수 있는 최적의 연구지역이다. 이 지역 지질구조에 대한 구조기하학 및 키네마틱스 해

석을 바탕으로 영월트러스트시스템은 ‘Boyer-type 후방지로 경사진 듀플렉스(hinterland-dipping duplex)’ 및 ‘주요 인

편상 트러스트와 커넥팅-스플레이로 구성된 듀플렉스(connecting splay duplex)’의 두 가지 모델로 해석된 바 있다. 영

월지역 내에 고각의 지층과 트러스트들이 반복되고, 듀플렉스를 구성하는 각 포로암 내에 서로 다른 층서 패키지가

포함되는 등 여러 간접적인 증거들이 후자의 모델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야외 증거나 단층 활동에 대한

시간 정보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모델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게다가 최근

새롭게 제안된 습곡 듀플렉스와 벽개 듀플렉스 모델 또한 영월트러스트시스템의 구조 해석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향후 영월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 야외 지질조사 및 다양한 지구연대학적 연구가 추가적으로 요

구된다. 이러한 후속 연구들의 결과는 옥천대의 형성 및 구조진화와 관련된 그간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Boyer-type 후방지로 경사진 듀플렉스, 커넥팅-스플레이 듀플렉스, 벽개 듀플렉스, 습곡 듀플렉스, 영월트러

스트시스템 

1. 서 론

Dahlstrom (1970)에 의해 Canadian Rocky Mountain

Foothills에서 ‘듀플렉스 단층대 (duplex fault zone)’라

는 용어가 처음 소개된 이래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듀플렉스 단층대의 기하학적 형태 및 키네마틱스에 관

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e.g. Boyer and

Elliott, 1982; Diegel, 1986; Mitra, 1986; Mitra and

Sussman, 1997; Bhattacharyya and Mitra, 2009).

특히, Boyer and Elliott (1982)은 최초로 트러스트시

스템(thrust system)을 인편팬(imbricate fan)과 듀플

렉스(duplex)로 구분하고, 이들의 발달에 대한 키네마

틱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듀플렉스를 포함하는 트러스

트시스템에 대한 개념 정립에 큰 공헌을 하였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주요 조산대에서 듀

플렉스 개념이 적용된 습곡-단층대(fold-thrust belt;

FTB)의 진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e.g. Mitra,

1986; Srivastava and Mitra, 1994; DeCelles and

Mitra, 1995; McQuarrie and Davis, 2002; Bhatta-

charyya and Mitra, 2009; Jang et al., 2015).

대부분의 조산대에서, 듀플렉스는 습곡-단층대 내 총

수축(total shortening)의 많은 부분을 수용하므로(e.g.

Dahlstrom, 1970; Boyer and Elliott, 1982; Diegel,

1986; Mitra and Sussman, 1997), 듀플렉스의 기하학

적 형태와 키네마틱스를 이해하는 것은 습곡-조산대의

구조 진화 연구에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듀플렉스는

습곡-단층대의 내부에서 트러스트 자취(thrust trace)들

이 높은 연결성을 보이는 곳에서 인지된다(Boyer and

Elliott, 1982). 듀플렉스는 그를 구성하는 바닥트러스트

(floor thrust) 및 지붕트러스트(roof thrust)와 이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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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인편상 단층(imbricate)들을 따라 하부에서 상부

로 단층 슬립(slip)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므로, 결과적

으로 습곡-단층대 내에서 트러스트를 따라 발생하는 변

위(displacement)와 이에 의한 지층-평행 수축(layer-

parallel shortening; LPS)을 수용하는 효과적인 메커

니즘을 제공한다(Boyer and Elliott, 1982). 그러나 듀

플렉스 발달에 있어 인편상 단층이 이러한 역할을 하

는 유일한 수단인 것은 아니다. 트러스트 단층대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지층-평행 수축 벽개(LPS cleavage)와

분리단층습곡(detachment fold) 역시 단층 슬립을 전달

하고 수축을 수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

찰을 바탕으로, 최근 전통적인 단층 듀플렉스 (Boyer-

type fault duplex) 이외에 벽개 듀플렉스(cleavage

duplex) 및 습곡 듀플렉스(Fold duplex)가 새롭게 제안

된 바 있다(Boyer and Mitra, 2016, 2019). 이와 같

은 다양한 형태의 듀플렉스 모델에도 불구하고, 모든

듀플렉스들은 공통적으로 습곡-단층대 웨지(FTB

wedge)의 후방지(hinterland) 부분에서 웨지를 일정 두께

이상으로 유지하여 트러스트 작용이 전면지(foreland)를

향해 계속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DeCelles and Mitra, 1995), 이들의 키네마틱스에 대

한 이해는 조산대의 구조적인 진화 및 전체 조산운동

메커니즘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듀플렉스는 지질도 상에서 높

은 연결성을 보이는 트러스트들에 의한 폐곡선(closed-

loop) 형태의 단층 자취에 의해 인지된다(Boyer and

Elliott, 1982). 한반도 내에서 이러한 특징적인 트러스

트 자취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은 옥천대 북동부

영월지역으로, 국내에서 습곡-단층대 내의 트러스트시

스템에 듀플렉스 모델을 적용시켜 볼 수 있는 최적의

연구지역이 될 수 있다. 영월지역에 분포하는 지질구

조에 대하여 Kobayashi (1953)에 의해 ‘영월인편상구

조’가 제안된 이래로, 이 지역의 트러스트시스템은 별

다른 이견 없이 인편팬으로 해석되어 왔으나, 최근 인

편팬과 듀플렉스로 대표되는 트러스트시스템의 개념을

적용한 3차원 구조기하학 해석을 바탕으로 영월트러스

트시스템의 기하학적 형태를 설명할 수 있는 듀플렉스

모델이 새롭게 제안된 바 있다(Jang et al., 2015).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듀플렉스의 정의와 함께, 기하학

적인 형태 및 형성과정에 따라 세분되는 다양한 유형

의 듀플렉스를 소개하고, 국내에서 최초로 듀플렉스로

제안된 영월트러스트시스템에 대해 각 듀플렉스 유형

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2. 듀플렉스 트러스트시스템 리뷰

2.1. 트러스트시스템: 인편팬(imbricate fan)과 듀플

렉스(duplex)

트러스트시스템은 하나의 분리단층(detachment)을

공유하는 여러 조(組)의 트러스트 단층들로 구성되며,

가장 아래에 놓여있는 주 단층을 바닥트러스트(floor

thrust or sole thrust), 분리단층(detachement) 또는

Fig. 1. Classification of different types of thrust systems (modified after Boyer and Elliott, 1982; Mitra and Sussman, 1997;

Boyer and Mitra, 20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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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꼴망(decollement)이라고 한다(Boyer and Elliott,

1982). 여러 조의 트러스트들이 바닥트러스트로부터 갈

라져 나와 단층 팁(tip)을 형성하는 형태의 트러스트시

스템을 인편팬(imbricate fan)이라 정의하며(Boyer and

Elliott, 1982), 이 경우에는 지층과 트러스트들이 기왓

장이 겹쳐져 있는 모양으로 나타난다(Fig. 1a). 듀플렉

스(duplex)는 Boyer and Elliott (1982)에 의해 정의

된 또 다른 트러스트시스템으로, 바닥트러스트 외에 지

층에 평행 또는 아평행한 지붕트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이 인편팬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Fig. 1b-e). 지붕

트러스트는 듀플렉스의 가장 위에 놓여 있으면서 아래

의 지질구조들을 모두 덮고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 바

닥트러스트와 지붕트러스트 사이에서 슬립을 전달하고

수축을 수용하는 지질구조의 종류에 따라 듀플렉스를

다시 단층 듀플렉스, 벽개 듀플렉스 및 습곡 듀플렉스

로 세분할 수 있다(Fig. 1b-e). 단층 듀플렉스는 바닥

트러스트에서 파생된 인편상 트러스트들의 전파 유형

에 따라 다시 Boyer-type 단층 듀플렉스와 커넥팅-스

플레이 듀플렉스로 구분할 수 있다(Fig. 1b, c).

2.2. 단층 듀플렉스(fault duplex): Boyer-type 듀플

렉스

‘듀플렉스’라는 용어는 Dahlstrom (1970)에 의해 처

음 사용되었으나, Boyer and Elliott (1982)에 의해

하반 트러스트의 작용에 의한 단층 듀플렉스 모델이

처음 제안되면서, 1980년대가 되어서야 트러스트의 구

조기하에 대한 상세 연구에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e.g.

Diegel, 1986; Mitra, 1986). 본 논문에서는 Boyer

and Elliott (1982)이 최초 제안했던 듀플렉스 형태를

‘Boyer-type 단층 듀플렉스’로 한정하여, 이후 소개될

다른 형태의 단층 듀플렉스와 구분하고자 하였다. 

Boyer-type 단층 듀플렉스는 전체적인 층리면에 평

행 또는 아평행한 바닥트러스트 및 지붕트러스트와 이

들 사이를 연결하는 평면 내지 약하게 만곡된 인편상

트러스트들로 구성된다(Fig. 2). 따라서 이 단층들에 의

해 완전히 둘러싸인 포로암(horse)이 형성되며, 포로암

내의 층리면은 전부 및 후부 절단(cutoff)을 제외하고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단층에 평행하면서 길게 늘어난

S자 형태(sigmoidal pattern)를 보인다(Fig. 2). 바닥트

Fig. 2. Kinematic model showing successive stages in the growth of a (Boyer-type) fault duplex; (a) hinterland-dipping

duplex, (b) foreland-dipping duplex and (c) antiformal stack (modified after Boyer and Elliott,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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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트의 하위 및 지붕트러스트의 상위에 놓이는 지층

은 지붕트러스트의 상반에 해당하는 암석들이 듀플렉

스를 올라타며 휘어지는 것을 제외하면, 변형의 영향

을 거의 받지 않는다(Fig. 2). 또한 바닥트러스트 및

지붕트러스트에 비해 개별적인 인편상 트러스트들은 상

대적으로 적은 단층 변위를 전달한다. Boyer-type 단

층 듀플렉스를 구성하는 트러스트들은 후방지에서 전

면지를 향해 전파한다(e.g. Dahlstrom, 1970; Boyer

and Elliott, 1982; Diegel, 1986). 

Boyer-type 단층 듀플렉스는 트러스트의 경사면

(ramp)을 따라 순차적으로 파생되는 하반 트러스트들

에 의해 발달한다. 듀플렉스가 성장하는 각 단계에서

층리면에 평행한 새로운 트러스트가 바닥트러스트의 후

부 분절선(trailing branch line; TBL)으로부터 파생되어

전파되다가 전부 분절선(leading branch line; LBL)에

서 지붕트러스트와 만나며 포로암을 형성한다(Fig. 2a).

이 인편상 트러스트에 의해 단층 슬립이 바닥트러스트

에서 지붕트러스트로 전달된다. 

Boyer-type 단층 듀플렉스의 형태는 각각의 인편상

트러스트의 변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Boyer and Elliott, 1982; Mitra and Boyer, 1986).

변위가 증가할수록 듀플렉스를 구성하는 트러스트와 지

층의 경사가 후방지에서 전면지 방향으로 점점 변하는

데, 이에 따라 듀플렉스의 형태도 ‘후방지로 경사진 듀플

렉스(hinterland-dipping duplex)’에서 ‘전면지로 경사진

듀플렉스(foreland-dipping duplex)’로 변한다(Fig. 2b).

만일 각 포로암의 슬립 양이 그 길이와 같아 동일한

위치에서 후부 분절선을 공유하며 쌓여서 구조대 내에

서 배사구조를 이루면, 이를 배사형 중합(antiformal

stack)이라고 한다(Fig. 2c). 기하학적으로 이상적인 후

방지로 경사진 듀플렉스의 경우, 전체 수축 양은 약

50%이고 두께는 두 배가 되므로(Boyer and Elliott,

1982), 지붕트러스트는 바닥트러스트 상위에 위치하는

원래의 상부 평탄면(flat) 보다 두 배 높은 구조적 위

치에 놓이게 된다(Fig. 2). 다만, 기하학적으로 유사한

모양의 단층 듀플렉스라 할지라도, 각 인편상 트러스

트들이 파생되는 간격과 이에 따라 전달될 수 있는 단

층 슬립의 양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듀플렉스가

수용할 수 있는 수축의 양도 다소 다를 수 있다(e.g.,

Groshong and Usdansky, 1988). 

2.3. 단층 듀플렉스: 커넥팅-스플레이 듀플렉스

(connecting splay duplex)

하반 트러스트 작용에 의한 단층 듀플렉스 모델이

처음 제안된 이래로, Boyer-type 단층 듀플렉스는 주

요 조산대에서 습곡-단층대 웨지를 일정 두께 이상으로

유지시켜 트러스트 작용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안되어 왔다(e.g. Mitra and

Boyer, 1986; DeCell and Mitra, 1995; Mitra, 1997).

후방지 단층 듀플렉스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 이들

에 의해 기 존재하던 습곡-단층대 내부의 트러스트 판

(thrust sheet)들이 점점 습곡/융기되어 웨지는 계속 두

껍게 유지되는데, 하반 트러스트 작용에 의한 Boyer-

type 단층 듀플렉스 이외에 하위 단층에서 전파되는 은

닉트러스트(blind thrust)의 성장에 의한 상위 트러스트

판의 습곡도 웨지의 두께를 두껍게 하는 또 다른 메커

니즘이 될 수 있다(Dunne and Ferrill, 1988). 각 은

닉트러스트들은 그들의 성장과 관련된 습곡을 수반하

며, 이들의 형태에 따라 상위 트러스트 판의 기하학적

형태가 결정된다. 이 때, 하위 단층으로부터 파생된 은

닉트러스트가 상위 트러스트까지 연장되어 서로를 연

결시킨다면, 이는 두 트러스트 사이의 커넥팅-스플레이

(connecting splay)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

로 하위(바닥) 트러스트와 상위(지붕) 트러스트 사이가

단층(스플레이)으로 연결된 커넥팅-스플레이 듀플렉스

(connecting splay duplex)를 형성하게 된다(Mitra

and Sussman, 1997)(Fig. 3a).

지붕트러스트의 하반에서 인편상 트러스트들이 발달

함에 따라 바닥트러스트가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전형

적인 Boyer-type 단층 듀플렉스와는 다르게, 커넥팅-스

플레이 듀플렉스에서는 바닥트러스트와 지붕트러스트

가 포로암 형성 이전에 미리 존재한다. 이미 존재하던

트러스트들 사이에서 커넥팅-스플레이(은닉트러스트)가

전면지 방향으로 계속 파생되면서 포로암들을 중첩시

키므로, 이로 인해 상위 트러스트 판은 전체적으로 배

사구조의 기하학적 형태를 보인다. 연속하여 발달하는

커넥팅-스플레이에 의해 전달되는 단층 슬립의 양에 따

라 커넥팅-스플레이 듀플렉스는 후방지로 경사진, 전면

지로 경사진 또는 배사형 중합 형태의 Boyer-type 단

층 듀플렉스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Fig. 3).

바닥트러스트에서 파생된 은닉트러스트들이 점차 전

파(재활성)되어 커넥팅-스플레이가 되면, 기 존재하던

지붕트러스트로 단층 슬립을 전달해서, 결국 지붕트러

스트도 재활성 된다. 커넥팅-스플레이 듀플렉스의 경우

바닥트러스트에서 파생된 커넥팅-스플레이가 지붕트러

스트에 닿기 위해 상위 구조를 통과하며 점진적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Boyer-type 단층 듀플렉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단층 슬립을 전달할 수는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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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커넥팅-스플레이(은닉트러스트)가 파생되어 전파될

때 마다 지붕트러스트도 주기적으로 재활성 되는 것으

로 보아 단층 슬립을 지붕트러스트로 계속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커넥팅-스플레이

듀플렉스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바닥트러스트 및 지붕

트러스트가 미리 존재했고, 커넥팅-스플레이가 만들어

질 때 이들이 모두 재활성 되었다는 시간적 정보가 필수

적이다(Mitra and Sussman, 1997). 커넥팅-스플레이 듀

플렉스는 미국 Central Utah, Sevier Belt의 Canyon

Range culmination에서 단층활동에 대한 상세한 시간적

정보를 바탕으로 이들의 구조기하학적인 형태와 키네마

틱스에 대해 잘 연구된 바 있고(Mitra and Sussman,

1997), 이후 습곡 된 트러스트 단층들로 이루어진 트러

스트시스템의 구조진화 연구들에 적용되었다(e.g. Jang

et al., 2015). 

2.4. 벽개 듀플렉스(cleavage duplex)

‘벽개 듀플렉스’라는 용어는 Nickelsen (1986)에 의

해 미국 central Pennsylvania, Appalachian Valley

and Ridge 지역의 Devonian Marcellus shale에서 관

찰되는 구조들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사용된 바 있으

나, 최근에 와서야 Boyer and Mitra (2016, 2019)에

의해 이 듀플렉스의 키네마틱 모델이 체계적으로 정립

되었다. 듀플렉스 발달의 초기 단계에서 단층을 따라

발생하는 지층-평행 수축은 앞서 언급한 단층 듀플렉

스에서의 인편상 트러스트와 커넥팅-스플레이 뿐만 아

니라, 압력용해벽개(pressure solution cleavage) 및

방해석-맥 침전(calcite-vein precipitation) 등에 의해서

도 수용될 수 있다. 이들에 의한 지층-평행 수축과 단

순전단(pure shear) 작용에 의해 단층 상위의 암석들

에 벽개가 발달하고, 점점 연성화(ductile) 되면서 두꺼

워진다(Fig. 4). 벽개들은 전체적으로 지층에 수직하게

발달하지만, 단층면과 접촉하는 부분에서는 단순 전단

요소에 의해 벽개면이 점차 단층에 점근(asymptotic)하

는 자취를 보인다(Fig. 4). 단층 팁에 가까울수록 벽개

가 뚜렷하게 발달하고, 단층의 진행방향으로 팁에서 멀

어질수록 점점 사라진다. 이때 적절한 연약층(weak

horizon)이 벽개들이 발달하는 부분 위에 가깝게 존재

한다면, 벽개로 인한 수축은 슬립으로써 연약층으로 전

달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듀플렉스의 지붕트러스트

역할을 하게 된다(Fig. 4). 바닥트러스트를 따라 단층이

전파될수록 단층 슬립이 추가되므로 벽개가 계속 발달

Fig. 3. (a) Kinematic model showing successive stages in the growth of a hinterland-dipping connecting splay duplex. Also

shown are kinematic models of (b) a foreland-dipping duplex and (c) an antiformal stack (modified after Mitra and Sussma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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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고, 결국은 벽개가 발달하는 암체의 위, 아래가

지층에 평행한 바닥트러스트 및 지붕트러스트로 둘러

싸인 듀플렉스 구조를 갖게 된다. 또한 바닥트러스트

및 지붕트러스트를 따라 발생하는 전단 작용에 의해

벽개면이 이들에 점근하는 형태를 갖게 되어 전체적으

로 단층 듀플렉스의 포로암 내 지층들과 유사한 S자

형태를 보이게 된다(Fig. 4). 듀플렉스의 위, 아래 암석

들은 지붕트러스트 상반의 암석이 듀플렉스 형성 초기

에 벽개가 발달하면서 두께가 증가한 것을 수용하기

위해 습곡 되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변형을 받지 않

는다. 벽개 듀플렉스의 이러한 모든 기하학적 특징들

은 단층 듀플렉스와 거의 유사하다. 인편상 트러스트

들은 바닥트러스트와 지붕트러스트를 연결하며 듀플렉

스 발달의 후기에 형성될 수 있으나(Fig. 4), 이들이

벽개 듀플렉스 구조에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Boyer

and Mitra, 2016, 2019). 

 

2.5. 습곡 듀플렉스(fold duplex)

습곡-단층대에서 트러스트를 따라 발생하는 변위를

전달하는 지층-평행 수축의 수용 메커니즘으로 단층 및

압력용해벽개 외에 습곡도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최근 ‘습곡 듀플렉스’가 새롭게 제안되었다(Boyer and

Mitra, 2019). 지층에 평행한 분리단층이 바닥의 연약

층을 따라 발달하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그 단층 슬립

은 분리단층 상위의 분리단층습곡(detachment fold)으

로 전달되어 전체 수축을 수용하게 된다. 이때 분리단

층 상위 암체에 발달한 습곡은 수용된 수축에 의해 바

닥의 분리단층의 팁에서부터 진행방향으로 좀 더 연장

하여 발달하며, 그 형태는 동심습곡(concentric fold)

내지 킹크습곡(kink fold) 형태의 평행습곡(parallel

fold)에 가까워진다(Fig. 5). 만약 적절한 연약층이 분리

단층습곡 위에서도 가능하다면, 이들 습곡에 의한 수

축은 상부 연약층에 슬립으로 전달되어 상부 분리단층

을 형성하게 된다(Fig. 5). 따라서 최종적인 구조는 지

층에 평행한 바닥트러스트 및 지붕트러스트가 분리단

층습곡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듀플렉스 형태가 되고,

하부 분리단층(바닥트러스트)의 슬립이 이 습곡 부분을

통해 상부 분리단층(지붕트러스트)으로 전달된다. 이러

Fig. 4. Kinematic model showing successive stages in the growth of a cleavage duplex above a bed-parallel fault. Layer-

parallel shortening (LPS) often precedes imbrication in the propagation of a duplex. In this model, LPS has occurred by the

formation of pressure-solution cleavage (modified after Nickelsen, 1986; Boyer and Mitr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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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형의 습곡 및 이로 인해 발달한 듀플렉스에 대한

키네마틱 모델은 평행킹크습곡(parallel kink fold)을 이

용하여 상세히 설명된 바 있다(Boyer and Mitra,

2019). 이 모델에 의하면, 바닥트러스트의 전파에 의해

상위의 습곡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지붕트러스

트는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층서적 위치에서 발달할

수 있으나, 습곡이 성장함에 따라 구조적인 위치에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모든 단계에서 바닥트러

스트 및 지붕트러스트 사이의 거리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Fig. 2 in Boyer and Mitra, 2019). 

바닥트러스트가 전파됨에 따라 상부의 습곡이 점진

적으로 전면지를 향하여 발달하고, 습곡의 성장이 계

속됨에 따라 습곡에 의해 수용되는 수축도 점점 증가

한다. 이들 습곡이 바닥트러스트의 단층 슬립을 계속

해서 지붕트러스트로 전달해서, 결국은 바닥트러스트의

모든 슬립이 지붕트러스트로 전달된다는 것은 습곡 듀

플렉스가 단층 듀플렉스와 벽개 듀플렉스와 마찬가지

로 슬립 전달체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수행한다는 것을

지시한다. 

3. 영월트러스트시스템

한반도 북동부 옥천대 태백산 지역 서편의 영월지역

은 북동-남서 내지 남-북 방향의 자취를 보이는 트러스

트들이 높은 연결성을 보이며 폐곡선 형태로 노출되는

독특한 지질도상 특징을 보인다(Fig. 6a). 이들은 주천

-평창트러스트, 마차리트러스트 및 각동트러스트와 이

들 사이에 비교적 좁은 간격으로 분포하는 남-북 방향

트러스트들로 구성된다(GICTR, 1962; Choi, 1998;

Jang et al., 2015). 이들 트러스트를 따라 캠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조선누층군(영월층군)이 석탄기-트라이아

스기 평안누층군과 쥬라기 반송층군 위에 놓이며, 영

월지역의 중부에서는 서쪽으로 경사하며 동쪽 방향의

버전스(vergence)를 보이는 고각의 트러스트들에 의해

영월층군이 반복된다(GICTR, 1962; Jang et al.,

2015). 영월층군은 하부로부터 삼방산층, 마차리층, 와

곡층, 문곡층 및 영흥층의 5개 층으로 세분되는데

(Choi, 1998; Kwon, 2012), 트러스트 판 내에 영흥층

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반복 양상이 달라진다. 이

Fig. 5. Kinematic model showing successive stages in the growth of a fold duplex with LPS above a bed parallel detachment.

In this model, the LPS is accommodated by concentric folds developed at the fault tip (modified after Dahlstrom, 1970;

Boyer and Mitr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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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특징을 가지는 영월지역의 지질구조는 Kobayashi

(1953)에 의해 ‘영월인편상구조대’가 제안된 이래로 단

순한 인편팬 형태로 해석되어 왔으나(e.g. Choi, 1998;

Chough et al., 2000), 최근 Jang et al. (2015)은 트

러스트시스템 개념(Boyer and Elliott, 1982)을 적용한

구조기하학 및 키네마틱스 해석을 바탕으로 영월지역

에 분포하는 트러스트들을 듀플렉스 시스템으로 새롭

게 제안하였다.

트러스트시스템의 관점으로 볼 때, 트러스트 자취들

이 서로 연결되어 지질도 상에 뚜렷한 폐곡선 형태를

보인다는 점 외에도, 영월지역은 다음과 같은 흥미로

운 지질학적 특성을 보존하고 있다. 첫째, 영월지역 내

주요 트러스트들을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층서 패키지가 반복된다. 평창트러스트의 서편 및 마

차리트러스트와 각동트러스트 사이 지역에서는 조선누

층군과 평안누층군이 모두 반복되며 분포하지만, 평창

트러스트와 마차리트러스트 사이 지역에서는 평안누층

군이 분포하지 않고 조선누층군만 트러스트에 의해 반

복된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중앙에 영흥층이 두껍게

분포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동편의 트러스트들은 영월

층군 최하부의 삼방산층부터 최상부의 영흥층까지 모

든 층서를 반복시키지만, 서편의 트러스트들은 판 내

에 최상부의 영흥층은 포함하지 않는다(Fig. 6). 둘째,

남-북 주향의 트러스트들과 분절을 형성하는 경계단층

인 주천-평창트러스트와 마차리트러스트는 이 트러스

트시스템의 분리단층 역할을 하며, 동-서 방향으로 습

곡된 향사 형태를 가진다. 또한 주천-평창트러스트, 마

차리트러스트 및 각동트러스트 상반에 보존되어 있는

습곡들이 북부에서는 남쪽으로, 남부에서는 북쪽으로

침강하는 특성을 보여(Fig. 6a), 영월지역 내 지질구조

Fig. 6. (a) Geologic map showing the major structures of the Yeongwol area, Taebaeksan Zone of the Okcheon Belt

(modified after GICTR, 1962; Jang et al., 2015). (b) Cross-sections of the Yeongwol area showing major structures in the

Yeongwol area. Note a–a’ section in the northern area, and b–b’ section in the southern area (after Jang et al., 2015). J–

PT―Jucheon–Pyeongchang thrust; PT―Pyeonchang thrust; MT―Machari thrust; KT―Kakdong thrust; GT―Gongsuwon

thrust; NAT―Namaeri thrust; MHT―Mohari thrust; BRF―Bukssangri reverse 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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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전체적으로 향사형 함몰(synformal depression)

형태의 이중 침강 구조(doubly-plunging structure)를

가진다. 이는 분리단층 아래에 이들 습곡을 야기한 은

닉트러스트가 존재할 수 있음을 지시한다. 

영월지역의 이러한 지질학적 특성들은 3차원적인 구

조 해석에 의해 두 개의 듀플렉스 모델로 해석될 수

있다(Jang et al., 2015)(Fig. 7). 우선, Boyer-type 단

층 듀플렉스의 한 종류인 ‘후방지로 경사진 듀플렉스’

모델이 가능하다(Fig. 7b). 이 경우, 주천-평창트러스트

가 지붕트러스트의 역할을 하며, 듀플렉스 내의 포로

암들이 지붕트러스트의 하반 트러스트 작용에 의해 전

면지를 향해 순차적으로 발달하면서 바닥트러스트를 형

성한다(Fig. 7b). 따라서, 지붕트러스트는 그 상반에 영

월층군과 평안누층군의 전체 층서를 포함할 수 있으나,

하반의 포로암 내에는 지붕트러스트에 의해 한정된 영

월층군에 해당하는 지층들만이 반복될 수 있다(Fig. 7b).

마차리트러스트를 기준으로 서편의 포로암 내에 평안

누층군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상반에 평안

누층군을 포함하는 각동트러스트는 분리단층으로부터

파생된 인편상 트러스트로 해석될 수 있다(Fig. 7b).

한편, 이와 동일한 기하학적 형태가 주요 인편상 트

러스트들 및 이들 사이의 커넥팅-스플레이로 구성된 듀

플렉스 모델로도 설명될 수 있다(Fig. 7c). 이 모델은

듀플렉스의 바닥트러스트 및 지붕트러스트의 역할을 하

는 3개의 주요 인편상 트러스트들이 먼저 생성되는 것

으로, 이들에 의해 평창트러스트와 마차리트러스트 사

이 지역은 트러스트 판 내에 영흥층이 포함되지 않는

서편과 포함되는 동편으로 구분된다(Figs. 6b and 7c).

주천-평창트러스트에서 파생된 인편상 트러스트가 서

편 듀플렉스의 하부 분리단층 역할을 하며 전파하다가,

경사면(ramp)을 형성하며 위로 전파하면, 계속되는 수

축에 의해 결국 주천-평창트러스트와 다시 만나서 삼

방산층에서 문곡층까지의 층서를 포함하는 포로암을 형

성한다(Fig. 7c). 이 트러스트는 계속 전파해서 동편

듀플렉스의 지붕트러스트가 된다(Fig. 7c). 마차리트러

스트가 이 트러스트로부터 분절되어 바닥트러스트의 역

할을 하며, 이로 인해 형성된 포로암은 이전과는 다른

층서 패키지(삼방산층에서 영흥층까지의 층서)를 포함

하는 후방지로 경사진 듀플렉스 형태가 된다(Fig. 7c).

평창트러스트와 마차리트러스트 사이 지역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포로암들은 먼저 생성된 주요 인편상 트러

스트들 사이를 연결하며 연속적으로 발달한 후기 커넥

팅-스플레이들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Fig. 7c).

4. 토 의 

영월트러스트시스템을 구성하는 트러스트들 및 관련

습곡들의 구조기하학적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Boyer-type 후방지로 경사진 듀플렉스(이하 후방지로

경사진 듀플렉스)’ 모델 및 ‘주요 인편상 트러스트와 커

Fig. 7. Conceptual alternative duplex models explaining the structural geometry of the major structures in the Yeongwol

area. (a) Simplified map of the Yeongwol area. (b) Hinterland-dipping duplex model. (c) Complex duplex model consisting

of major imbricate thrusts connected by splays (modified after Jang et al., 2015). JT―Jucheon thrust; J–PT―Jucheon–

Pyeongchang thrust; PT―Pyeongchang thrust; MT―Machari thrust; KT―Kakdong th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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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팅-스플레이로 구성된 듀플렉스(이하 커넥팅-스플레

이 듀플렉스)’ 모델은 트러스트시스템의 여러 유형 중

에서도 ‘단층 듀플렉스’의 개념을 적용한 모델이다(Jang

et al., 2015). 두 가지 모두 현재 영월지역에 보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질학적 특성들을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모델로서 제안되었으나, 두 모델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따른다.

제안된 모델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붕트러스트

의 형태 및 듀플렉스를 구성하고 있는 트러스트들의

상대적 생성시기이다. 후방지로 경사진 듀플렉스 모델

의 경우 단일 지붕트러스트의 하반 트러스트 작용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전체 듀플렉스가 하나의 지붕트

러스트를 가지지만, 커넥팅-스플레이 듀플렉스 모델은

여러 개의 주요 인편상 트러스트들이 지붕트러스트와

바닥트러스트를 생성하기 때문에 지붕트러스트의 형태

를 확인하는 것이 이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

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관찰하는 트러스트시스템은 형

성 당시의 모습이 아닌 침식된 이후의 상태이기 때문

에, 침식 수준(erosion level)에 따라 구조적인 특징이

보존되어 있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특히, 포로암들이

후방지로 경사진 형태를 가지는 듀플렉스에서는 지붕

트러스트가 상대적으로 상부에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미 침식되어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e.g.

Srivastava and Mitra, 1994; McQuarrie et al., 2008;

Bhattacharyya and Mitra, 2009). 영월지역 역시 침식

에 의해 지붕트러스트를 포함하는 상부 구조가 전혀

보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형태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영월지역의 지질구조들은 오랜 지질시대에

걸친 여러 번의 변형이 중첩되어 현재의 모양으로 남

아 있고, 영월트러스트시스템을 구성하는 트러스트들

역시 여러 번의 조산운동을 겪으며 계속 재활성 되었

기 때문에(e.g. Lee et al., 2012; Zwingmaan et al.,

2011; Jang et al., 2018), 각 트러스트들이 생성된 시

기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러므

로 트러스트들의 생성시기를 기준으로 모델의 적합성

을 판단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간접적인 증거들이 영

월트러스트시스템을 설명하는데 있어 커넥팅-스플레이

듀플렉스 모델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

한다. 현재 영월지역 중앙부의 영흥층이 두껍게 나타

나는 지역에 보존되어 있는 등사습곡 형태의 배사-향

사 쌍구조의 서편과 동편에 존재하는 트러스트 판 내

에 서로 다른 층서 패키지가 반복되는 것은 커넥팅-스

플레이 듀플렉스 모델로 설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듀플렉스에서 포로암 내에 반복되는 층서 패키지는 지

붕트러스트가 발달한 층서적 위치에 의해 결정되는데,

영월트러스트시스템의 경우 지붕트러스트는 서편에서

는 영월층군의 최상부에 해당하는 영흥층의 하부에, 동

편에서는 영흥층까지 모두 포함하는 층서적 위치에 발

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Fig. 7b, c). 커넥팅-스플레이

듀플렉스 모델의 경우에는 주요 인편상 트러스트들의

발달에 의해 서편과 동편에 서로 독립적인 지붕트러스

트가 형성되므로, 서로 다른 층서 패키지가 반복되는

것이 쉽게 설명된다. 그러나 후방지로 경사진 듀플렉

스 모델에서는 하나의 지붕트러스트가 서편과 동편에

서 서로 다른 층서적 위치에 놓이는 것을 설명하기 위

해 경사면(ramp)을 한 번 더 만들어야하므로, 키네마

틱스 측면에서 커넥팅-스플레이 듀플렉스 모델보다 불

리한 면이 있다. 

한편, 영월트러스트시스템의 구조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 상기 언급한 단층 듀플렉스 모델들 외에도 최근

새롭게 제안된 ‘습곡 듀플렉스’ 및 ‘벽개 듀플렉스’ 모

델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습곡 듀플렉스의

경우에는 분리단층(detachement)을 따라 발생한 단층

슬립을 그 상위의 분리단층습곡(detachment fold)을 통

해 지붕트러스트로 전달하면서 전체 수축을 수용하므

로, 분리단층 상반의 분리단층습곡의 존재 유무가 습

곡 듀플렉스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영월트

러스트시스템의 분리단층 역할을 하는 마차리트러스트

는 영월지역 북부의 삼방산 일대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Fig. 6a), 노두의 부재로 직접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하학적 형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다만, 마차리트러스트 상반에 존재하는 습곡

의 형태와 이 지역에서만 두껍게 존재하는 영월층군

최하부 삼방산층의 분포 양상을 고려하면(Fig. 6), 영월

트러스트시스템의 분리단층 역할을 하는 마차리트러스

트와 상반 지질구조의 기하학적 형태는 앞서 단층 듀

플렉스의 두 모델에서도 설명한 바 있는 은닉트러스트

에 의해 습곡된 단층(folded thrust) 형태 이외에도, ‘분

리단층습곡(detachment fold)’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존

재한다. 이는 분리단층(마차리트러스트) 상반에 형성된

분리단층습곡이 수축을 수용하며 지층을 두껍게 만드

는 기작에 의해 영월지역 북부의 삼방산층이 타 지역

에 비해 두꺼워졌으며, 이러한 분리단층습곡의 모습이

지질도 상에 배사-향사 쌍구조의 패턴으로 반영되었다

고 해석하는 것이다. 마차리트러스트의 주변에 상리트

러스트, 공수원트러스트 및 각동트러스트 등이 존재함

을 고려할 때, 은닉트러스트에 의해 습곡된 단층 듀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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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 모델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마차리트

러스트 상반에 분리단층습곡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므로, 영월트러스트시스템에 습곡 듀플렉스

모델을 배제하기에는 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옥천대 북동부의 태백산 지역은 한반도 내에

서 가장 오래된 현생이언 퇴적층들이 보존되어 있으며,

이후 오랜 지질시대 동안 여러 번의 조산운동을 거치

면서 발달한 변형구조들이 복잡한 형태로 존재하는 곳

이므로, 벽개 듀플렉스의 가능성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벽개 듀플렉스는 지층에 수직으로 발달했던 벽

개면이 바닥트러스트 및 지붕트러스트를 따라 발생하

는 전단 작용에 의해 점차 이들에 점근하는 형태를 갖

게 되어 전체적으로 단층 듀플렉스의 포로암 내 지층

들과 유사한 S자 형태의 습곡구조를 보이게 된다. 또

한 석회암 등의 탄산염암에서는 지층-평행 수축에 의

한 압력용해벽개 내지 스타일롤라이트(stylolite) 등이

많이 발달하므로, 이들이 발달한 일부 노두규모의 구

조에서 벽개 듀플렉스 모델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다양한 형태의 듀플렉스 모델을

적용하여 영월트러스트시스템의 구조기하학 및 키네마

틱 모델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영월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영월

트러스트시스템 내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배사-향

사 쌍구조와 분리단층인 마차리트러스트와의 관계를 명

확히 밝히고, 포로암 내에 보존되어 있는 층리-벽개-단

층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야외조사

도 필요하다. 또한 영월트러스트시스템을 구성하는 단

층들의 생성시기 및 활동시기에 대한 시간정보를 획득

하기 위해 동시조산성(syn-orogenic) 퇴적물에 대한 연

구와 함께 다양한 지구연대학적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영월지역, 나아가 태백산

분지에 대한 정확한 구조진화 모델이 수립된다면, 옥

천대의 형성 및 구조 진화와 관련된 그간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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