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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활성리지역 활성단층의 구조와 변형특성
‡

박현제․한래희 ․구도희
경상대학교 지질과학과 및 기초과학연구소
요 약
제4기 미고결 퇴적물을 변위시키는 활성단층은 기반암 내부, 기반암과 미고결 퇴적층 사이, 미고결 퇴적층
내부 등, 서로 다른 물질을 가로지르며 발달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활성단층이 변위시키는 물질이 위치별
로 다름에 따라 구조 및 변형특성이 어떠한 차이를 보일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경주시 외동읍 활성리지역의
활성단층을 대상으로 노두규모에서 미세규모까지의 구조 관찰 및 물질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그 단층이 기
반암 내부에서 관찰되는 지점(1번 위치)에서는 기반암의 파쇄대 내에 점토광물이 풍부한 단층비지가 나타나며
다시 그 내부에 10-20 μm 폭의 주미끌림대가 발달한다. 다음으로, 기반암과 미고결 퇴적물 사이에 단층이 발달
하는 곳(2번 위치)의 경우, 기반암에서는 약한 파쇄엽리를 보이는 각력암으로 이루어진 원파쇄대(protocataclasis
zone)가, 미고결 퇴적물에서는 풍화된 역의 변형과 함께 일부 광물의 정향배열이 확인된다. 단층이 미고결 퇴적
물 내부에서 관찰되는 지점(3번 위치)에서는 2번 위치의 퇴적물에서처럼 풍화된 역과 일부 광물의 정향배열이
관찰되지만 그러한 구조는 약하게 나타나다가 더 이상 상부까지 이어지지 않고 퇴적층 내에서 종결된다. 이상
의 관찰결과는 상대적으로 깊은 위치에서부터 발달한 기반암 내 미끌림대에서는 점토광물 입자경계를 따른 마
찰미끌림이나 암석의 파쇄 및 암편의 파쇄유동, 그리고 얕은 깊이의 미고결 사력질 퇴적물에서는 입자유동의
작동에 의해 단층 물질이 변형됨을 지시한다. 단층미끌림의 전파와 관련하여, 기반암 내에서는 점토질 단층비
지의 주미끌림대를 따라 단층미끌림이 국지화되는 반면, 미고결 사력질 퇴적물을 거치면서는 변형이 보다 분산
된 방식으로 발생하다가 결국 종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은 단층에 의한 퇴적물의 횡절 여부
와 퇴적물 절대연대에 기반한 활성단층 활동시기 추정 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주요어: 활성리지역, 활성단층, 미구조, 단층미끌림, 퇴적물 변형
Hyeon-Je Park, Raehee Han and Dohee Gu, 2020, Structures and deformation characteristics of the active
fault, Hwalseongri area, Gyeongju, Korea.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v. 56, no. 6, p.
703-726
ABSTRACT: The active fault that displaces the unconsolidated Quaternary sediments can develop across different
materials, such as inside bedrock, between bedrock and unconsolidated sediments, and inside unconsolidated
sediments. We conducted structural observation and material analysis on the active fault, Hwalseongri area,
Gyeongju, to understand how the structure and deformation characteristics can vary depending on the location
along the fault. At the place where the active fault is observed inside the bedrock (Location 1), fault gouge rich
in clay minerals occurs in the bedrock’s cataclasis zone, and a 10-20 μm-wide principal slip zone develops inside
it. Next, where the fault develops between the bedrock and the Quaternary sediment (Location 2), a protocataclasis
zone consisting of breccia showing weak cataclastic foliation is observed in the bedrock. Both deformed weathered
gravels and the preferred orientation of some minerals are identified in the Quaternary sediment. At Location 3,
where the fault is observed inside the Quaternary sediment, the weathered gravels and the preferred orientation
of minerals are identified, as in the sediment at Location 2. However, such structures appear weak and do not extend
to the top and end up within the sediment. The above observations indicate that the fault materials are deformed
by frictional sliding (e.g., along the clay minerals) or by cataclasis and cataclastic flow in the bedrock's slip zone
at depths and that unconsolidated sediments are deformed by granular flow at the very shallow depth. Fault slip
is localized along the principal slip zone of the clay-rich gouge in the bedrock. In contrast, shear deformation may
occur in a more distributed manner, while passing through the unconsolidated sands and gravels, and eventually
terminated. This aspect should be considered when estimating the timing of active fault movement based on
sediments’ absolute age and whether the fault crosscuts the sed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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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반도 남동부의 주요 지질구조인 양산단층과 울
산단층을 따라 활성단층이 처음으로 보고된 이후로
(Okada et al., 1994, 1998; Kyung, 1997), 지금까지
약 60여개의 활성단층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다(Kim,
Y.-S. et al., 2011; Kim, M.-C. et al., 2016). 활성단층에
대한 대부분의 지질학적, 고지진학적 연구는 제4기
퇴적물을 변위시킨 단층을 대상으로 한 상세한 야외
관찰을 기반으로 하며(Yeats et al., 1997; McCalpin,
2009), 국내에서 진행된 그간의 활성단층 연구들은
지질구조적(Chang, 2001; Kee et al., 2007; Choi et
al., 2015), 지구물리학적(Kim and Kim, 2002; Kim
et al., 2008; Cho et al., 2014), 광물학적(Chang and
Chae, 2004; Chang et al., 2005; Jeong and Cheong,
2005), 지형학적(Yoon and Hwang, 1999; Lee et al.,
2018; Kim, N. et al., 2020; Kim, T. et al., 2020), 활
동시기 연대분석(Ree et al., 2003; Lee et al., 2015; Kim
and Lee, 2017) 측면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
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활성단층의 활동 특성, 즉
미끌림 횟수, 변위량, 재활주기, 발생가능한 지진의
규모 등을 유추하는데 활용되었다(Kyung, 2010; Choi
et al., 2014; Kim, Y.-S. et al., 2020).
한편, 최근 들어 국내 단층을 대상으로 단층물질
및 변형 미구조의 특성에 대한 연구(Kim, C.-M. et
al., 2016, 2017, 2019; Kang et al., 2017, 2019; Song
et al., 2017; Gu, 2020; Gwon et al., 2020)와 단층물
질과 단층미끌림의 역학적 거동간의 관계를 고찰하
는 연구(Woo et al., 2015, 2016; Han et al., 2019; Woo
and Han, 2019)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의 연구는 국내 활성단층을 대상으로는 이제 막
적용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Han et al., 2020; Kim,
C.-M. et al., 2020). 이러한 접근법은 활성단층과 관
련한 많은 문제들 중 특히 활성단층의 미끌림 방식
(지진성 대 비지진성), 주미끌림대의 식별 및 특성
화, 동지진성(coseismic) 단층대프로세스(지진 발생
시 단층 미끌림대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화학적 프

로세스) 작동에 따른 특징적인 물질 및 미구조의 발달,
미고결 퇴적물에서의 단층미끌림의 전파(propagation)
및 종결(termination), 지표 근처에서의 단층의 역
학적 거동, 미고결 퇴적물의 변형 특성, 단층미끌림
연대추정 등에서 유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단층물질 및 변형 미
구조의 특성화에 기반한 연구법을 경주 활성리지역
활성단층에 적용한 결과를 보고한다. 제4기 퇴적물
을 변위시키는 활성단층은 기반암 내부, 기반암과
미고결 퇴적물 사이 및 미고결 퇴적물 내부 등, 서로
다른 물질을 가로지르며 발달할 수 있다. 제4기 미고
결 퇴적물을 절단하는 단층에서의 변형은 지표 근처
에서의 매우 낮은 수직응력(또는 평균응력), 미고결
퇴적물이라는 물질적 특성(입자 운동의 자유도), 상
대적으로 작은 단층 변위량 등을 고려할 때 기반암
내 성숙한 단층에서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활성단층이 기반
암을 지나는 부분과 제4기 미고결 퇴적물을 절단하
는 부분에서 어떠한 구조 및 변형특성의 차이가 존
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자세한 퇴적물 미
구조 관찰을 통하여 단층미끌림이 지표파열 발생을
동반하지 않고 퇴적물 내부에서 종결되는지를 검토
하였다.

2. 활성리지역 활성단층
2.1 개요

울산단층을 따라 나타나는 다수의 활성단층들은
특히 울산단층의 동편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그림
1a; Chang, 2001). 그것들은 대부분 역단층으로 발
달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단층이 제4기에 한반도
남동부에 가해진 동-서 방향의 압축응력 하에서 재
활한 것으로 해석된다(Chang, 2001). 더불어, 그러
한 응력조건에서 울산단층의 동쪽지괴가 서쪽에
비해 더 융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Okada et al.,
1998; Chang, 2001; Ryoo et al., 2004). 현재까지 알
려진 울산단층대의 최후기 운동시기는 개곡1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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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확인된 약 3,000년 전이다(Inoue and Choi,
2006).
연구대상 단층인 활성리지역 활성단층은 중부 울
산단층의 동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탑골
(Ryoo et al., 2004), 신계(Choi et al., 2012), 진티(Cho
et al., 2014), 진현(Choi et al., 2014) 감산사(Chang,
2001)단층이, 남쪽으로는 말방(Choi et al., 2002), 개
곡(Ryoo, 2009), 입실단층이 위치한다(그림 1b). 단
층 노두는 경주시 외동읍 활성리의 멸반못에서 동쪽
으로 약 600 m 지점에 위치하며(N 35 45’ 19.3’’, E 129
20’ 10.2’’), Ryoo et al. (2001)에 의해 최초로 보고된
후, 울산단층 중부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실시된 트렌치(Kim, T. et al., 2020)로 최근에
다시 드러난 곳이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이 단층을
‘활성리지역 활성단층”이라고 명명하는데, 이는 이
단층이 울산단층의 한 지점(지역)에 해당하는 단층
일 수 있다는 연구자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지 그것
이 개별단층인지 울산단층의 일부인지에 대한 우리
의 해석을 내포하지는 않으며, 이 단층이 원래는 활
성리단층(Ryoo et al., 2004)으로 명명되었던 것이라
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연구지역 일대에는 후기
백악기 내지 제3기초의 불국사화강암이 사력질의 미
고결 퇴적물과 접하고 있는데, 그 퇴적물의 연대는
제4기로 추정된 바 있으나(Yoon and Hwang, 2004),
절대연령에 근거한 것은 아니어서 확실치는 않다.
상부의 미고결 퇴적물은 이들을 부정합으로 피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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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그림 1c; Ryoo et al., 2004; Yoon and
Hwang, 2004), 그 퇴적시기는 홀로세로 알려져 왔
으며(Chwae et al., 2000), 단층에 의해 교란되지 않
14
은 최상부의 자갈층에 대한 C연대측정으로부터 약
5,800년의 퇴적연대가 보고되었다(Kim, T. et al., 2020).
2.2 노두규모 특성

단층 노두에서는 하부 미고결 퇴적물(lower unconsolidated sediment; LUS1-LUS3)과 분쇄화강
암(pulverized granite; PG1, PG2)이 서편에서 동
편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PG2와 LUS3의 경계
에는 규장질 암맥(felsic dike; FD)과 중성질 암맥
(intermediate dike; ID)이 존재한다(그림 2a). 하부
미고결 퇴적물과 분쇄화강암은 위쪽 경계에서 수십
cm 의 거력을 포함한 사력질 퇴적물로 주로 구성된
상부 미고결 퇴적물(upper unconsolidated sediment;
UUS)과 부정합으로 접촉하고 있다(그림 2a). Ryoo
et al. (2001)은 이 단층 주변의 화강암은 외관상 제4
기 퇴적물로 오인될 수 있을 정도로 풍화가 매우 심
하게 진행된 상태라고 기술하였다. 이번에 새로 정
비된 단층 노두에서도 이 화강암은 매우 쉽게 부스
러지는 상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연약함은 단순히
풍화의 결과라기보다는 분쇄화작용(pulverization)
의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노두에서 단층은 여
러 개의 단층(F1-F7; 그림 2a)으로 구성된 하나의 단
층대로서 나타나며, 역단층성 경사이동을 보이나 그

Fig. 1. (a) Active faults (solid yellow circles) along the Yangsan and Ulsan faults in SE Korea (modified from Kim,
C.-M. et al., 2020), (b) Active faults in the central part of the Ulsan fault. The study area (Hwalseongri, Gyeongju)
is indicated by the solid yellow star. (c) Geological map of the study area where the active fault outcrop (solid yellow
star) is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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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 중 일부는 주향이동도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F1은 역단층 운동과 좌수향 운동을 모두 겪
은 것으로(Ryoo et al., 2004), F4는 좌수향 운동을,
F6은 우수향 운동을 겪은 것으로(Kang, 2019), 그리
고 상부 미고결 퇴적물을 절단하는 F7은 역단층 운
동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T. et al., 2020).
단층들의 자세는 N15°-50°W/40°-80°NE의 범위로
측정된다. 각 단층에서 관찰되는 단층암의 폭은 0.5
cm 에서 최대 10 cm 에 이른다. 본 연구에서는 노두
에서 관찰되는 단층들 중 유일하게 상부 미고결 퇴
적물을 변위시키고 단층암의 폭이 가장 두꺼운 F7을
집중적으로 관찰하였다. 우리가 지금부터 활성리지
역 활성단층(또는 간략히 단층)이라고 언급하는 것
은 바로 이 단층(F7)을 의미한다(그림 2b). 상부 미고
결 퇴적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붕괴함에
따라 서로 다른 시점에서 촬영된 노두 사진인 그림
2a와 2b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노
두가 그림 2b에서처럼 존재할 때 집중적인 관찰을

실시하였다. 단층의 겉보기 변위는 약 80 cm 이고,
자세는 N40°W/50°NE로 상부로 가면서 다소 변화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층을 따라 하부에서 상부로
가며 서로 다른 세 위치, 즉 기반암(분쇄화강암) 내
부에 단층이 발달하는 곳(1번 위치), 기반암이 상부
미고결 퇴적물을 충상하는 곳(2번 위치), 그리고 상
부 미고결 퇴적물 내부를 가로지르며 단층이 발달하
는 곳(3번 위치)에서 단층의 물질, 구조 및 변형특성
을 조사하였다(그림 2b).

3. 구조관찰 및 물질분석용 시료 준비
노두규모의 관찰을 실시한 후, 연구대상 단층의
세 위치에서는 정향된 단층암 벌크 시료를, 모암에
서는 비정향 벌크시료를 획득하였다. 시료는 실내에
서 하루 이상 실온 건조한 후 저점도 에폭시를 이용
하여 겉면을 보강하였다. 단층암 시료의 경우, 야외
에서 정확한 단층 조선을 관찰하지 못해, 역단층운

Fig. 2. (a) Outcrop overview of the active fault, Hwalseongri area. (b) Photograph showing the boxed area in (a),
where three sampling locations along the main active fault (F7) are displayed (Locations 1-3).

경주 활성리지역 활성단층의 구조와 변형특성

동이 우세하다는 기존연구(Ryoo et al., 2004; Kim,
T. et al., 2020)에 근거하여, 단층면에 수직하고 경사
방향에 나란하게 절단하였다. 절단된 시료를 다시
건조시킨 후 저점도 에폭시를 이용해 추가적으로 보
강하였고, 슬랩 및 박편 제작 중 시료가 수분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전가공유와 연마제
를 섞은 현탁액을 사용하여 연마하였다. 제작된 시
료는 스캐닝하여 모암과 단층암에 대한 고해상도 이
미지를 얻었다.
기본적인 암석 조직 및 변형 미구조 관찰은 광학
현미경(Olympus BX53)을 사용하였으며, 보다 상
세한 관찰은 경상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의 에너지
분산형 분광분석기(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 Oxford X-Max 50)가 장착된 전계
방사 전자현미분석기(field emission electron probe
micro-analyzer; FE-EPMA; JEOL JXA-8530F PLUS)
를 활용하였다. 분석은 가속전압 15 kV, 빔 전류 10
nA 의 조건하에서 실시하였다. 상세한 미구조 관찰
을 토대로 분대한 단층암의 위치별 광물조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분말시료의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말시료 준비를 위해 일차적으로 마이크로 드
릴(micro-drill; FBS 240/E, Proxxon)을 이용하여
슬랩의 서로 다른 위치에서 물질을 긁어 냈다(Kim,
C.-M. et al., 2017). 그 물질은 아게이트를 이용하여
10분동안 분쇄했고, 미고결 퇴적물의 경우 그 속에
포함된 역들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125 μm 체
를 이용하여 거른 후 분쇄하였다. 이후, 약 24시간 동
안 50℃의 오븐에서 건조시켰다. 준비된 분말시료
의 분석은 경상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의 X-선 회절
분석기(XRD; Bruker D8 Advance A25)로 수행되
었고, 40 kV, 40 mA, 70° (2θ) 구간, 주사간격 0.02°,
스텝당 주사시간 0.2 s, 니켈필터를 이용한 구리 파
장의 X-선 조건하에서 실시하였다. 이후 Bruker AXS
Diffrac Ev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광물 정성분석을
실시하였다.

4. 모암의 중규모 및 미세규모 특성
4.1 분쇄화강암

단층의 주변에 분포하는 화강암은 그 내부에 매우 많
은 미소단열을 포함하는 분쇄화강암(pulverized granite)
의 형태로 나타난다(그림 3). 분쇄화작용(pulve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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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진성 단층 파열 시 일시적으로 작용하는 동적
응력조건 하에서 단층 주변의 암석 내에 주로 확장
미소단열들(extensional microfractures)이 다수 형
성되어 매우 작은 크기의 입자들로 파쇄되는 과정을
말하며, 극심한 파쇄에도 불구하고 분쇄암은 암석의
일차적인 조직을 보존하는 경우가 많다(Dor et al.,
2006; Mitchell et al., 2011; Fondriest et al., 2015;
Sullivan and Peterman, 2017). 모암의 분쇄화작용
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연구로서 진행 중이므로 추
후 다른 논문을 통해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본 논문에서는 연구지역의 분쇄화강암의 중-미세규
모 관찰결과를 간략히 기술한다.

4.1.1 분쇄화강암1(PG1)
PG1은 서쪽과 동쪽경계에서 각각 LUS1과 LUS2
와 단층접촉 하며, 약 4-5 m 폭으로 나타나고, 내부
에는 2조의 단층이 발달한다(그림 2a). PG1은 유백
색을 띠며, 손가락으로 약간의 힘을 줘도 매우 쉽게
으스러진다 (그림 3a). 슬랩에서는 다수의 중규모 단
열들이 관찰된다(그림 3b). PG1은 대부분 0.5-2 mm
크기의 석영과 장석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그림
3c), 소량의 흑운모를 포함한다. 석영과 장석 입자들
은 무수히 많은 미소단열에 의해 파쇄되어 있는 모
습으로 나타나며, 각 입자의 파쇄된 조각들이 동시
에 소광하고, 일차적인 화강암조직은 대체로 유지하
고 있다(그림 3c). 대부분의 미소단열들은 전단변위
를 보이지 않는 확장단열이며, 이것들은 입자 내부
에서 혹은, 입자들을 관통하며 발달하고, 겉보기에
약한 선호방위(preferred orientation)를 보인다(그
림 3c). 이 미소단열들은 대부분 열린 상태로 나타나
고, 재결정(recrystallization)되거나 유체로부터 침
전된 광물에 의해 봉합된 단열은 잘 관찰되지 않는
다(그림 3c). 이상의 분쇄화강암의 특징은 전형적인
분쇄암의 특징과 일치한다(Mitchell et al., 2011)
4.1.2 분쇄화강암2(PG2)
PG2는 약 2-3 m 폭으로 나타나며, 서쪽과 동쪽경
계에서 각각 LUS2, FD와 접하고 있다(그림 2a). 그
내부에는 2조의 단층이 발달하는데, 그 중 하나는 본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관찰된 F7이다(그림 2b). PG2
는 유백색 내지 분홍색을 띠며 PG1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힘만 가해도 매우 쉽게 으스러진다(그림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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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2는 F7에 인접할수록 더 심하게 파쇄되어 있고,
단층 주변에 다수의 변형띠가 발달한다(그림 3d). 변
형띠들은 짙은 분홍색을 띠며 약 1 cm 이내의 폭으
로 나타나고(그림 3e), 불규칙한 경계를 가지고 있어
모암과 확실히 구분된다(그림 3f). PG2의 미구조적
특징은 대부분 PG1과 같지만, 변형띠에서 약 1 cm

떨어진 곳에서는 PG1에 비해 더 파쇄되어 있다(그
림 3g). 변형띠에 가까워질수록 파쇄는 더 심해지며,
변형띠와 인접한 흑운모는 휘어지거나 꺾인(banded
or kinked) 형태로 나타난다(그림 3h). 변형띠 내부
에서 일차 화강암 조직은 관찰되지 않으며, 대부분
의 암편들은 최대 1 mm 크기의 석영과 장석이고,

Fig. 3. (a) Outcrop photograph of the pulverized granite 1 (PG1). It is highly fractured and easily disaggregated
by hand. (b) Scanned slab image of the PG1. (c) Photomicrograph showing open microfractures developed in the
PG1. (d) In the pulverized granite 2 (PG2), several deformation bands (DBs) are observed. (e) Close-up view of
a DB in the PG2. (f) Scanned slab image showing ~1-cm thick pinkish DB. (g) Photomicrograph of the area near
the DB showing more intense damage than in the PG1 (see (c) for comparison). (h) Photomicrograph of the boundary
between the PG2 and DB. Primary granitic texture and pulverization microstructure have been destroyed by cataclasis, so the DB does not show them anymore. XPL: crossed-polarized light; PPL: plane-polarized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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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부는 파쇄된 입자와 점토광물로 구성된다(그림
3h).
4.2 하부 미고결 퇴적물

4.2.1 하부 미고결 퇴적물1(LUS1)
LUS1은 노두의 가장 서편에서 약 2-3 m 폭으로
나타나며 분쇄화강암1(PG1)과 단층으로 접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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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미고결 퇴적물로(그림 2a), 적갈색의 사력질 기
질부에 수 cm 크기의 아각형 내지 아원형의 역들을
포함한다(그림 4a). 그 역들은 화강암역뿐 아니라 암
맥에서 기원된 어두운 색의 역으로 구성된다(그림
4a, 4b). 어두운 색 역은 다량의 K-장석과 소량의 석
영 및 불투명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LUS1의 기질부
는 대체로 각지고, 분급이 불량한 0.1-2 mm 크기의

Fig. 4. (a) Outcrop photograph of the lower unconsolidated sediment 1 (LUS1). (b) Scanned slab image of the LUS1.
White arrows indicate gravels. (c) Photomicrograph showing the matrix part of the LUS1. (d) Close-up view of
a deformation band (DB). (e) Scanned slab image of ~1-cm thick DB. (f) The boundary between the wall rock and
DB. The DB consists of smaller grains than in the wall rock. XPL: crossed-polarized light; PPL: plane-polarized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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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과 장석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4c). 상대
적으로 분급이 양호한 구역에서는 모암에 비해 더
밝은 색을 띠는 약 1 cm 폭의 변형띠(deformation
bands)가 관찰된다(그림 4d). 변형띠와 모암의 서쪽
경계는 침전된 철 산화물/수산화물에 의해 뚜렷하
게 구분되나, 동쪽경계는 불분명하며, 점진적으로
모암과 이어진다(그림 4e). 변형띠에 포함된 암편의
크기는 최대 1 mm 정도이고, 기질부는 주로 0.1-0.5
mm 크기의 석영과 장석 입자로 구성된다(그림 4f).

4.2.2 하부 미고결 퇴적물2(LUS2)
LUS2는 분쇄화강암 1(PG1)과 분쇄화강암2(PG2)
사이에서 약 3-4 m 폭으로 나타나며, PG1과는 단층
접촉 하지만, PG2와의 접촉관계는 명확하게 식별되
지 않았다(그림 2a). LUS2는 LUS1에 비해서 역의
함량이 적고 전체적으로 분급이 양호한 적갈색 내지

밝은 갈색의 사질 기질부로 구성된다(그림 5a, 5b).
LUS2의 기질부 입자들은 LUS1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분급을 보이고, 1 mm 이하 크기의 각진 석
영과 장석이 대부분이다(그림5c). 일부 석영 입자 내
부에서는 단열이 관찰된다(그림5c). LUS2에서도 변
형띠가 관찰되는데 모암에 비해 더 밝은 색이며 약
0.5 cm 폭으로 나타난다(그림 5a, 5d). 변형띠와 모
암의 경계는 거기를 따라 침전된 철 산화물/수산화
물에 의해 잘 식별된다(그림 5d). 변형띠 내 암편은
최대 1 mm 크기이며, 기질부는 주로 0.1-0.5 mm 크
기의 파쇄된 석영과 장석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5e).

4.2.3 하부 미고결 퇴적물3(LUS3)
LUS3은 PG2의 동편에 있는 규장질 암맥(felsic
dike; FD)과 접하고 있으며, 노두의 가장 동쪽에 나

Fig. 5. (a) Outcrop photograph of the lower unconsolidated sediment 2 (LUS2) and close-up view of a deformation
band (DB) (inset). (b) Scanned slab image of the LUS2. (c) Photomicrograph showing the matrix part of the LUS2.
Yellow arrows indicate intragranular fractures. (d) Scanned thin-section image showing the brown-colored Fe-oxides/hydroxides precipitated along the DB boundaries. (e) Close-up view of the boxed area in (d) showing the boundary between the wall rock and DB. XPL: crossed-polarized light; PPL: plane-polarized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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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그림 2). LUS3은 다른 미고결 퇴적물들(LUS1,
LUS2)과 다르게 백색에 가까운 밝은 색을 띠며, 내
부에 회색의 이질 물질을 포함한다(그림 6a, 6b). 이
퇴적물은 분급이 비교적 양호하고 각진 1 mm 이하
크기의 석영, 장석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6c).
슬랩에서 약 0.5 cm 이내의 폭을 가지는 변형띠가
확인되는데(그림 6b), 그 내부의 암편은 최대 1 mm
크기이며, 기질부는 0.1-0.5 mm 크기의 파쇄된 석영
과 장석 입자로 구성된다(그림 6d).

5. 단층의 위치별 미구조와 물질
단층의 위치별로 변위되는 물질이 다름에 따라 구
조 및 변형특성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지를 이해하고자, 하부에서 상부로 가면서 (1) 기반
암(분쇄화강암) 내부에 단층이 발달하는 곳(1번 위
치), (2) 기반암이 상부 미고결 퇴적물을 충상하는 곳
(2번 위치), 그리고 (3) 상부 미고결 퇴적물 내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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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 발달하는 곳(3번 위치)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
하여 물질, 구조 및 변형특성을 연구하였다(그림 2b).
5.1 기반암 내부에 단층이 발달하는 곳(1번 위치)

이 위치에서는 단층비지가 약 2-10 cm의 일정하
지 않은 폭으로 나타나며 상부로 갈수록 얇아지다가
2번 위치와 연결된다(그림 2b). 단층의 자세는 N30°50°W/55°-80°NE로 상부로 가며 다소 변하고, 단층
비지와 모암의 하반경계는 날카로운 반면 상반경계
는 굴곡져 있다(그림 7a).
갈색-흰색 단층비지(brown and white gouge;
BWG)는 갈색과 흰색을 띠는 점토질 물질이 교호하
며 그 사이에 검은색 물질이 끼어 있는 형태로, 폭은
약 5 cm 이다(그림 7b). BWG 내부에 약 2 cm 크기
의 암편(Cl)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7b). BWG에서
1-2 cm 이상 떨어진 상반 모암에는 입자크기가 감소
된 원파쇄대(protocataclasis zone, PCZ)가 나타나
고, BWG쪽으로 가면서 변형된 모암의 입자크기는

Fig. 6. (a) Close-up outcrop photograph of the lower unconsolidated sediment 3 (LUS3). Grey clayey materials
are observed in the LUS3. (b) Slab image of the LUS3 showing a DB that is not identified at the outcrop scale. (c)
Photomicrograph of the matrix of the LUS3. (d) The boundary between the wall rock and DB. Note that the DB
is composed of smaller grains than in the wall rock. XPL: crossed-polarized light; PPL: plane-polarized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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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Outcrop photograph and (b) scanned slab image of the rock from Location 1 (see Fig. 2b for the location).
(c), (d) Scanned images of thin-sections taken from the boxed areas in Fig. 7b (XPL). (e)-(g) Photomicrographs
of the protocataclasis zone (PCZ), cataclasis zone (CZ), and ultracataclasis zone (UCZ). Note that the increase in
deformation intensity (decrease in grain size) from the PCZ via CZ to UCZ. The UCZ shows the strongest preferred
orientation of clay minerals and most notable grain size reduction than the others (upper images: XPL; lower images:
XPL, gypsum plate inserted). BWG: brown-white gouge; Cl: clast in BWG; S and C: S-foliation and C-foliation,
respectively; XPL: crossed-polarized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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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감소하여 약 1-2 cm 폭의 유백색 파쇄대(cataclasis
zone, CZ)가 발달한다. BWG와 바로 접하는 곳에서
는 붉은색 점토질 물질로 이루어진 약 0.5 cm 폭의
초파쇄대(ultracataclasis zone, UCZ)가 관찰된다
(그림 7b). 하반 모암에서도 상반에서와 마찬가지로
원파쇄대(PCZ)가 나타나며, BWG와 인접한 곳에서
는 회색을 띠면서 약 0.5 cm 폭을 갖는 CZ가 발달한
다. 그러나, BWG와의 경계에서 UCZ는 관찰되지
않는다(그림 7b).
각 영역에서의 미구조를 비교해보면 BWG에 가
까운 영역일수록 입자 크기는 감소하고 점토광물의
정향배열은 더 강해짐이 확인된다(그림 7c, 7d). PCZ의
암편들은 0.1-1 mm 크기의 석영 및 장석으로 구성
되어 있고, 분쇄화강암 내 파쇄된 입자보다 크기가
작다(그림 7e; 그림 6c와 비교). PCZ의 기질부는 파
쇄된 입자와 점토광물이 채우고 있으며, 점토광물의
정향배열은 발달하지 않는다(그림 7e). 국부적으로
분쇄화강암 조직이 보존된 영역이 존재한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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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d, inset). PCZ와 CZ의 경계는 상반에서는 확실치
않은 반면, 하반에서는 식별이 가능하다(그림 7c, 7d).
CZ의 암편들의 크기는 0.1-1 mm이며, 기질부의 점
토광물의 양이 PCZ에 비해서 더 많고, 점토광물들
은 정향배열을 보인다(그림 7f). UCZ는 CZ와 PCZ
에 비해 뚜렷한 입자크기 감소를 보인다. 암편의 크
기는 최대 0.5 mm이며 분쇄화강암 조직을 유지하
는 것은 관찰하기 힘들다(그림 7g). 기질부는 점토광
물과 파쇄된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토광물들
이 강하게 정향배열 하고 있다(그림 7g).
BWG는 대부분 점토광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
부에 다량의 적철석을 포함한다. 주변의 파쇄대에서
와는 달리 석영과 장석 암편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다(그림 8a, 8b). BWG 내부에는 점토광물의 정향배
열 및 점토광물과 적철석이 교호함에 의해 정의되는
S-C 엽리가 발달하며(그림 7c, 7d), 이는 단층경계로
갈수록 더욱 뚜렷하다(그림 8a, 8b). BWG에 포함된
암편(Cl)은 뚜렷한 경계를 보이며(그림 7c), 풍화된

Fig. 8. (a), (b) Photomicrographs showing the S-C foliation developed in the brown-white gouge (BWG) adjacent
to the ultracataclasis zone (UCZ). (c), (d) Photomicrographs of the clasts in the BWG (Cl); see the white dashed
boxes in Fig. 7c for the location of images). (e) Back-scattered electron (BSE) image showing that the Cl is composed
of K-feldspar, hematite, and kaolinite. XPL: crossed-polarized light; PPL: plane-polarized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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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장석과 카올리나이트, 그리고 그것들 사이에 나타
나는 침상의 적철석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8c-e).
K-장석에는 그것이 풍화되어 카올리나이트가 형성
되었음을 지시하는 조직이 관찰된다(그림 8e).
상반의 UCZ와 BWG는 뚜렷한 경계를 보인다(그
림 9). BWG에는 적철석이 다수 산재해 있고 석영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 반면, UCZ에는 다수의 석영과
장석 암편이 포함되어 있다(그림 9a, 9b). BWG의
S-C 엽리는 단층경계에 인접할수록 더 강하게 나타
난다(그림 9a-c). BWG와 UCZ의 경계부에서 좁은
폭에 걸친 점토광물의 강한 정향배열에 의해 정의되
는 주미끌림대(principal slip zone, PSZ)가 관찰된
다(그림 9d). 약 10-20 μm 의 폭을 갖는 PSZ는 주로
약 5 μm 크기의 카올리나이트로 구성되어 있고, 소
량의 석영, 장석 그리고 적철석 암편들을 포함하며,
주변의 물질 보다 입자크기가 더 작다(그림 9e).

5.2 기반암이 상부 미고결 퇴적물을 충상하는 곳(2번
위치)
이 위치에서 기반암인 화강암체는 상부 미고결
퇴적물(UUS)을 충상하고 있다(그림 2b). 단층경계
는 다소 굴곡져 있지만 대략 N40°W/50°NE의 자세
로 나타나며, 1번 위치에서와 같은 단층비지는 관찰
되지 않는다(그림 10a). 이 위치에서는 두 개의 슬랩
을 제작하여 관찰하였는데, 첫 번째 슬랩은 하반의
상부 미고결 퇴적물(UUS)내 ~10 cm크기의 화강암
역(gravel)과 상반의 화강암체와의 경계를 보여준다
(그림 10b). 상반 모암은 PCZ 로서 나타나며, 이곳
의 암편들은 0.1-1 mm 크기의 석영과 장석으로 구
성되어 있고, 기질부는 파쇄된 입자와 소량의 점토
광물로 구성된다(그림 10c, 10d). 단층에 인접한 곳
에서는 큰 암편들과 작은 암편들이 서로 띠를 이루
면서 정의하는 미약한 파쇄엽리가 관찰된다(그림 10c,

Fig. 9. (a), (b) Photomicrographs of the boundary between the brown-white gouge (BWG) and ultracataclasis zone
(UCZ). See Fig. 7d for the location. The boundary is sharp and clearly identified by the different textures of the
BWG and UCZ. (c)-(e) Back-scattered electron (BSE) images of the boxed area in (a). (c) S-C foliation developed
well in the BWG (yellow arrows). (d) Close-up view of the boxed area in (c) showing the principal slip zone (PSZ).
The thickness of the PSZ is ~10 μm. (e) The PSZ is composed of finer grains than nearby gouge, and it exhibits
a strong preferred orientation of kaolinite. XPL: cross-polarized light; PPL: plane-polarized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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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d). PCZ보다 더 파쇄가 진행된 구역(e.g., CZ and
UCZ)은 발달하지 않으나, PCZ 와 화강암 역의 경
계에서 국부적으로 점토광물이 정향배열 하고 있다
(그림 10e).
두 번째 슬랩에서는 하반의 UUS가 상반의 화강
암체 내 PCZ와 직접적으로 접촉한다(그림 11a). UUS
에 포함된 역들은 대부분 2 cm 이내의 화강암질 역
이며, 녹색 또는 갈색을 띠는 심하게 풍화된 물질
(highly weathered material; HWM)도 포함되어
있다. HWM은 단층에서 약 3 cm 떨어진 곳에 위치
하고 길고 연속적인 모양으로 대략 P-전단 방향으로
놓여있다(그림 11a). HWM은 주변의 UUS 입자들
에 비해 뚜렷하게 입자크기가 작고, UUS 내에서 불
규칙한 경계를 보인다(그림 11b). 그것은 주로 ~100
μm 크기(최대 0.5 mm)의 석영과 장석, 흑운모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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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며 소량의 각섬석을 포함하는데, 흑운모들은 P전단 방향으로 정향배열한다(그림 11c). 단층 경계
부에서도 국부적으로 흑운모가 밀집된 영역이 있는
데(그림 11a, 11d), 그곳의 흑운모들은 대체로 단층
과 나란한 방향으로 정향배열하고 있다(그림 11e).
UUS 에서는 파쇄작용으로 형성된 단층암 또는 변
형띠는 관찰되지 않는다.
5.3 상부 미고결 퇴적물 내부에 단층이 발달하는
곳(3번 위치)

이 위치에서는 상부 미고결 퇴적물(UUS)에 포함
된 ~15 cm 크기의 역과 보다 작은 크기의 퇴적물이
단층을 경계로 접하고 있고, 단층은 상부로 갈수록
미약해져서 그 연장 확인이 쉽지 않다(그림 12a, 12b).
하반에 놓인 그 역은 대부분 장석으로 이루어져 있

Fig. 10. (a) Outcrop photograph of Location 2 (see Fig. 2b for the location), where the upper unconsolidated sediments
(UUS) is overlain by the pulverized granite (bedrock). (b) Scanned slab image of the rock from Location 2 showing
the boundary between the protocataclasis zone (PCZ) and gravel in the UUS. (c) Scanned thin-section image of
the boxed area in (b) showing the cataclastic foliation (white dotted lines) developed in the PCZ. (d) Photomicrograph
showing the boundary between the PCZ and gravel. (e) Close-up view of the boxed area in (d) (left: XPL; right:
XPL, gypsum plate inserted). Note the weak and discontinuous preferred orientation of clay minerals (red arrows)
along the gravel boundary. XPL: crossed- polarized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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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석영과 흑운모도 소량 포함한다. 단층 상반의
UUS 내 역은 대부분 1-5 cm 크기의 화강암질 역이
며, 일부는 녹색을 띠는 심하게 풍화된 물질(HWM)
이다(그림 12b). 그 HWM은 길고 연속적인 모양으
로 R-전단 방향으로 위치하고(그림 12b), 주변의 퇴
적물 입자들과는 불규칙한 경계를 가지며, 그 내부
는 주변에 비해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12c). 특히 그 내부의 입자들은 주변 퇴적물과의 경
계를 따라 정향배열하며(그림 12d), 주로 ~100 μm

크기의 각섬석, 기질부의 카올리나이트 및 소량의
석영으로 구성된다(그림 12e). 단층에 인접한 일부
퇴적물 입자의 경계를 따라서는 점토광물들이 밀집
되어 있는 구역이 관찰된다(그림 12f, 12g). 그곳은
약 10-30 μm 의 폭을 가지며, 강하게 정향배열하는
카올리나이트와 녹니석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2h).
단층경계부의 퇴적물 중 비교적 큰 입자들은 대
부분 규장질 암편이며(그림 13a), 기질부는 ~200 μ
m 크기의 석영, 장석, 흑운모, 각섬석 등과 함께 점

Fig. 11. (a) Scanned slab image of the rock from Location 2 showing the contact between the protocataclasis zone
(PCZ) and upper unconsolidated sediments (UUS). (b) Scanned thin-section image of the boxed area in (a). Highly
weathered material (HWM) showing an irregular contact with the UUS. (c) Back-scattered electron (BSE) image
of the boxed area in (b). The HWM consists mostly of quartz, plagioclase, biotite, and a small amount of amphibole.
The biotite in the HWM shows a preferred orientation. (d) Photomicrograph of an area adjacent to the fault boundary,
where biotite grains are locally enriched. (e) High magnification image of the boxed area in (d). Note that many
of the biotite grains are oriented parallel to the fault boundary. XPL: crossed-polarized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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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광물로 구성된다(그림 13b). 길쭉한 모양을 가진
입자들의 경우 그 장축이 대체로 단층면과 나란하게
배열하는데(그림 13b), 그것들의 대부분은 흑운모와
각섬석이며, 흑운모의 일부는 녹니석으로 변질되어
있다(그림 13c, 13d). 기질부 점토광물은 주로 카올
리나이트와 팔리고스카이트이며 대부분 정향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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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지 않으나(그림 13e), 국부적으로 점토광물
이 풍부한 영역에서만 하반 역의 경계를 따라 정향
배열한다(그림 13f, 13g).
5.4 단층 미끌림대 물질

단층의 1번 위치에서 나타나는 파쇄대(PCZ, CZ,

Fig. 12. (a) Outcrop photograph and (b) scanned slab image of the rock from Location 3 (see Fig. 2b for the location).
The fault is developed along the boundary between large gravel and finer-grained sediment in the upper unconsolidated sediments (UUS). (c) Highly weathered material (HWM) showing an irregular contact with the UUS.
(d), (e) Back-scattered electron (BSE) images of the boxed area in (c). The HWM is composed of amphibole, quartz,
and kaolinite. Amphibole grains in the HWM are oriented parallel to the boundary between the UUS and HWM.
(f) Close-up view of the grains in the UUS adjacent to the fault. (g) In the boxed area in (f), clay minerals are enriched
along the sediment grain boundary. (h) The clay minerals along the boundary are kaolinite and chlorite, and they
show a strong preferred orientation. XPL: crossed-polarized light; PPL: plane-polarized light; Qtz: quartz; Amp:
amphibole; Kao: kaolinite; Chl: chlorite; Bt: bio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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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Z) 물질, 단층비지(BWG) 및 분쇄화강암(PG)에
대한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하였다. PG에서는 석영
과 장석이 주를 이루며 카올리나이트가 소량 존재한
다. PCZ는 PG와 유사한 광물조성을 보이나 카올리
나이트의 양은 더 많다. CZ는 PCZ에 비해서 카올리
나이트가 많고, PCZ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일라이트
를 포함한다. UCZ는 CZ와 유사한 광물조성을 보인
다. 그러나, BWG는 석영, 장석 함량이 낮고, PG에
는 나타나지 않는 적철석을 포함한다. BWG의 점토
광물로는 카올리나이트와 더불어 스멕타이트-녹니
석, 일라이트가 확인되었다(그림 14).
다음으로, 단층에서 5 cm 이상 떨어진 곳의 상부

미고결 퇴적물(UUS1)과 단층으로부터 0.5 cm 이내
에 위치하는 상부 미고결 퇴적물(UUS2, UUS3)간의
물질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X-선 회절분석을 실
시하였다. UUS2와 UUS3은 각각 2번 위치와 3번 위
치에서 단층에 인접한 물질을 나타낸다. UUS1은 석
영과 장석이 주를 이루며, 각섬석, 스멕타이트-녹니
석, 일라이트-스멕타이트, 카올리나이트 등의 광물
을 포함한다. UUS2의 광물 조성은 UUS1과 비슷하
게 나타나지만, UUS1에 비해 스멕타이트-녹니석 함
량이 다소 높다. 한편, UUS3의 경우 UUS1에 비해
스멕타이트-녹니석은 적지만, 팔리고스카이트가 나
타나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14).

Fig. 13. (a) Photomicrograph showing the boundary between large gravel and finer-grained sediment in the upper
unconsolidated sediments (UUS). (b) Back-scattered electron (BSE) image showing the grains near the fault. Note
that platy or columnar grains are oriented parallel to the fault boundary. (c) Close-up view of the boxed area in (a)
(XPL, gypsum plate inserted). (d) The oriented minerals are biotite, chlorite, and amphibole. (e) In the boxed area
in (d), the matrix part is composed of kaolinite and palygorskite. These clay minerals are randomly oriented. (f)
Photomicrograph showing the local preferred orientation of the clay minerals along the fault boundary (XPL, gypsum
plate inserted) (g) BSE image of the boxed area in (f), where kaolinite and palygorskite show a strong preferred
orientation. XPL: crossed-polarized light; Qtz: quartz; Amp: amphibole; Kao: kaolinite; Chl: chlorite; Bt: biotite;
Fe: Fe-oxides/hydroxides; Pal: palygorsk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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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 의
6.1 단층의 위치별 변형특성

단층 미끌림대의 물질 및 미구조는 단층을 따라
발생한 전단변형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기록할 뿐 아
니라 단층의 역학적 거동과 상호 연관관계를 갖는다
(e.g., Collettini et al., 2009; Faulkner et al., 2010;
Tembe et al., 2010; Woo et al., 2015, 2016; Kim,
C.-M. et al., 2016; Woo and Han, 2019; Han et al.,
2020). 연장성이 좋은 단층의 경우, 주향방향 또는
경사방향의 위치변화에 따라 접촉하는 암체가 달라
지고, 그로부터 발달하는 단층물질 또한 다를 수 있
으므로, 하나의 단층을 따라서도 단층물질의 변형특
성, 미끌림 시의 물리 화학적 프로세스 및 역학적 거
동은 공간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활성단층 연구에서도 중요
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가령, 대부분의 고지진
학적, 지진지질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활성단층의
경우, 하부에서는 기반암을 절단하며 나타나지만 보
다 상부인 지표 바로 아래에서는 기반암과 미고결
퇴적물을 접하게 하거나 미고결 퇴적물 내부를 가로
지르며 나타난다(Jeong and Cheong, 2005; Ree and

719

Kwon, 2005; Kee et al., 2007; Cheon et al., 2020; Han
et al., 2020). 이번 연구에서는 활성단층의 구조와 변
형특성이 위치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그것이 지시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하였
다. 이 절에서는 그러한 측면에 대해 연구대상 단층
으로부터의 관찰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히 논의한다.
단층이 기반암 내부를 가로지르는 1번 위치에서
는 다른 위치에 비해 두꺼운 폭으로 점토광물이 풍
부한 단층비지(BWG and UCZ)가 발달하며, 그 주
변으로 단층파쇄대(PCZ and CZ)가 나타난다(그림
7a, 7b). UCZ의 경우 PCZ, CZ와 이어지고 점진적
인 입자크기 감소를 보이며(그림 7e-g), 화강암 모암
과 유사한 광물조성을 갖는 것으로 보아(그림 14) 그
모암의 극도로 파쇄된 입자들이 이차적으로 변질되
어 형성된 영역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BWG에
는 적철석이 풍부하고 석영이 결핍되어 있는 등(그
림 8a, 8b) 화강암 모암의 구성광물과는 확연한 차이
를 보이며(그림 14), BWG에 포함된 역에 대한 미구
조 관찰 결과(그림 8c-e)에 따라, BWG는 주로 K-장
석이 풍부한 암맥이 변형과 변질작용을 겪어 형성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UCZ와 BWG에서는 모두 점토
광물이 강하게 정향배열 하고 있으며(그림 9c-e), BWG

Fig. 14. Powder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fault materials and sediments in the studied outcrop. PG: pulverized
granite; PCZ: protocataclasis zone; CZ: cataclasis zone; UCZ: ultracataclasis zone; BWG: brown-white gouge;
UUS1: upper unconsolidated sediments ~5 cm away from the fault; UUS2 and UUS3: upper unconsolidated sediments nearby (or ~0.5 cm away from) the 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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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S-C 엽리가 잘 발달한다(그림 9c). 또한, BWG
와 UCZ의 경계를 따라 10-20 μm 폭의 아주 좁은 영
역에 변형이 집중된 PSZ가 발달하는데, 여기에는 적
철석과 석영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PSZ
를 이루는 물질은 BWG와 UCZ 둘 다에서 기원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림 9). PSZ내 점토광물들은 다른
곳에 비해 가장 강한 정향배열을 보인다(그림 9e).
이상의 관찰결과는 단층이 미끌림을 겪을 때 BWG,
UCZ 및 PSZ 에서는 주로 점토광물 입자 경계를 따
른 마찰미끌림을 통해 변형이 이루어진 것을 지시한
다(그림 15a; Aretusini et al., 2019). 반면, 1번 위치
의 PCZ와 CZ, 그리고 2번위치의 PCZ는 단층비지
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입자크기가 더 크고 각진 형태
로 나타나며, 더 많은 암편을 포함하고 있다(그림 7e,
7f, 10d). PCZ의 경우 모암에 비해 미약하게 감소된
크기의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그림 7e, 10d), 점
토광물의 함량이 약간 증가했을 뿐, 동일한 광물들
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4). 뿐만 아니라 모암의 조
직을 유지하는 암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그림 7d), 다른 파쇄대에 비해 파쇄정도가 미약
한 변형을 나타낸다. 또한 2번위치의 PCZ 에서는 파
쇄엽리가 관찰되는데(그림 10c, 10d), 이는 입자들의
파쇄유동을 지시한다(그림 15b). CZ의 경우, UCZ
와 PCZ 사이 혹은 PCZ와 BWG사이에 위치하며(그
림 7c, 7d), 내부에 분쇄화강암 조직을 유지하는 암
편이 일부 존재하고, 암편들의 크기는 PCZ와 유사
하다. 하지만 PCZ에 비해 점토광물의 양이 다소 증
가하였고, 점토광물들은 일정 방향으로 배열하고 있
다(그림 7e, 7f). 따라서, CZ는 UCZ와 PCZ의 중간
정도의 파쇄를 겪은 것으로 보이며, 기질부의 점토
광물들이 배열하는 것으로 보아 입자들의 파쇄와 더
불어 점토광물의 마찰미끌림에 의해 복합적으로 변
형된 것으로 해석된다(그림 15a, 15b). 한편, 이상의
해석은 현재 관찰되는 구조만을 근거로 변형특성을
논의한 것으로, 구조의 형성시기와 깊이에 대한 불
확실성을 내포한다. 가령, 모암의 파쇄, 파쇄유동, 단
층비지 및 단층파쇄대의 형성은 암체가 지표 근처가
아니라 보다 깊은 위치에 놓였던 시기에 발생한 것
으로 추정되나, 분쇄화강암과 같이 이미 심하게 파
쇄된 모암의 변형이나 미끌림대에 존재하는 파쇄물
질의 추가적인 변형은 지표 근처의 천부에서도 가능
할지 모른다. 즉, 지표 근처의 깊이에서의 전단변형

으로 인해 분쇄화강암으로부터 변형띠나 파쇄대가
만들어지거나, 파쇄물질이 추가적으로 파쇄될 수 있
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표 근처의 응력조건 하
에서의 전단시험이 필요하다.
단층의 2번과 3번 위치에서 나타나는 상부 미고
결 퇴적물의 경우, 지표 인근의 얕은 깊이에서 매우
낮은 평균응력 또는 수직응력 하에서 변형된다. 이
러한 응력 조건 하에서의 미고결 퇴적물의 변형은
비슷한 깊이에 놓인 결정질 암석이나 보다 깊은 곳
에 위치한 퇴적물에서와는 다른 메커니즘의 작동에
의해 발생한다(e.g., Loveless et al., 2011). 즉, 입상
(granular) 퇴적물 입자들은 강체(rigid body)로 거
동하므로 입자들이 파쇄되기 보다는 회전하거나 그
들간의 경계를 따라 미끌리는 등의 입자유동(granular
flow or particulate flow)을 통해 변형된다(Fossen,
2010). 점토광물의 경우는 입자의 판상경계를 따라
마찰 미끌림(frictional sliding)이 일어나거나(Aretusini
et al., 2019), 입자 자체의 재배열에 의한 변형이 가
능하다. 운모편(mica flakes)과 같은 독립된 판상광
물입자나 주상광물 입자들도 재배열을 통한 변형이
가능하다. 입상 미고결 퇴적물의 입자유동이 작동하
면, 분급이 좋은 퇴적물의 경우 변형띠(Cashman et
al., 2007; Fossen et al., 2007), 층리가 발달한 경우에
는 단층 주변으로 끌림습곡(e.g., Kee et al., 2007),
단층면에 나란한 사질 퇴적물의 발림(sand smear;
Lewis et al., 2002), 전단에 의한 역들의 재배열(Exner
and Grasemann, 2010), 미끌림대 내 퇴적물 입자들
의 배열에 의한 브릿지(Rawling and Goodwin, 2003)
등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 단층
노두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변형구조들은 관찰되지
않으며, 1번 위치에서와 같은 단층비지와 파쇄대 물
질도 나타나지 않는다. 일단, 2번과 3번 위치에서 관
찰된 퇴적물에서는 자세한 미구조 관찰에도 불구하
고 입자 파쇄의 증거를 관찰할 수 없으므로 파쇄(유
동)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입
자유동의 경우, 그것이 입상 퇴적물에서 작동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나, 미고결 퇴적물의 분급이 불량하
고, 층리 발달이 미약하며 역도 특정방향으로의 배
열에 용이한 모양을 갖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인해 입
자유동에 의한 변형구조가 눈에 띄게 발달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 퇴적물 시료의 자세한 슬랩 및 박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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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심하게 풍화된 역과 기질부의 판상/주상 입
자들에 의해 변형이 기록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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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2번과 3번 위치에서 관찰되는 심하게 풍화된 물
질(HWM; 그림 11a, 12a)은 손으로도 매우 쉽게 부

Fig. 15.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structures observed at Locations 1–3 along the studied fault. Note that the operation of different deformation mechanisms is inferred from the locations. PCZ: protocataclasis zone; CZ: cataclasis
zone; UCZ: ultracataclasis zone; BWG: brown-white gouge; HWM: highly weathered material; PSZ: principal slip
zone; UUS: upper unconsolidated sediments. For details, see the mai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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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질 정도로 약하며 단층 주변에서 단층면에 저각
으로 신장된 것 같은 형태를 보인다. 아울러, 그 내부
의 입자들(흑운모, 녹니석, 각섬석)도 경계에 나란하
게 배열됨이 확인된다. 이는 판상 또는 주상의 입자
들로 이루어진 그 물질이 단층 미끌림 시 전단변형
을 경험하였음을 지시하며 심하게 풍화된 역의 경우
지표 근처의 깊이에서 강체가 아니라 내부변형을 겪
을 수 있는 물질로서 거동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
음으로 기질부 점토광물에 의한 변형의 기록이다.
상부 미고결 퇴적물의 기질부에는 위치에 따라 그
양에 차이는 있으나 점토광물이 존재한다. 3번 위치
에서 단층면에 가까운 퇴적물에서 점토광물이 단층
면에 나란하게 정향배열한 것이 관찰되며(그림 13f,
13g), 점토광물이 입상 퇴적물 입자 경계를 따라 배
열하기도 한다(그림 12f-12h). 이는 전단에 의해 기
질부의 점토광물만이 재배열하거나 입상 퇴적물의
입자유동을 동반하면서 재배열하였음을 지시한다.
이와 같은 재배열은 자연의 단층(e.g., Kim, C.-M. et
al., 2016)에서 뿐 아니라 실험 단층(Han and Hirose.,
2012)에서도 잘 관찰되는 변형구조이다. 마지막으
로 퇴적물 기질부 내 독립된 판상광물 및 주상광물
입자들의 재배열이다. 3번 위치에서 단층에 가까운
영역의 흑운모 및 각섬석 입자들의 경우 그 장축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하고 있다(그림 13b, 13d). 이
러한 구조는 중규모에서 역이 재배열 되는 것과 동
일한 메커니즘에 의한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단
층의 2번 위치와 3번 위치에 기록된 변형 미구조는
이 곳의 미고결 퇴적물이 변형될 때 파쇄를 동반하
기보다는 입자유동으로 변형되었다는 것을 지시한
다(그림 15c). 정리하면, 단층의 각 위치에서의 단층
미끌림대의 폭, PSZ 발달 여부 및 파쇄 정도 등과 같
은 변형 (미)구조의 뚜렷한 차이는 위치에 따른 응력
조건, 변위차뿐 아니라 단층 물질의 변형특성 차이
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6.2 미고결 퇴적물에서의 단층 미끌림 종결

지하 깊은 곳에서 개시된 지진성 단층 미끌림은
지표쪽으로 전파되어 결국 지표 파열을 야기하거나
혹은 지표 도달 전 어느 지점에서 종결될 수 있다. 이
번 연구에서의 중요한 관찰 결과 중 하나는 단층미
끌림의 기록이 미고결 퇴적물 내에서 중단된다는 것
이다. 3번 위치 및 그 주변의 퇴적물에 대한 상세

(미)구조 관찰 결과는 연구대상 단층을 따라서의 단
층미끌림의 구조적 흔적이 점점 약화되다가 3번 위
치 근처의 퇴적물에서 사라짐을 지시한다. 이와 유
사한 관찰, 즉 사력질층에서의 단층미끌림의 종결이
읍천단층의 트렌치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논의된 바
있다(Kee et al., 2007). 여기서는 이러한 관찰이 시사
하는 바에 대해 간략히 논의한다. 지진 발생 시 지하
로부터 시작된 단층의 미끌림은 먼저 기반암 내 단
층암에 도달한다. 연구대상 단층의 경우 주미끌림대
가 카올리나이트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그 광물의 마
찰특성이 이후의 단층미끌림을 좌우한다. 카올리나
이트를 대상으로 한 고속전단시험 결과가 많지 않아
다소 불확실한 면이 있지만 기존 연구는 그 물질이
지진 발생 시의 빠른 속도(~1 m/s)로 미끌릴 경우
급격한 강도 약화(즉, 마찰의 감소)를 보일 수 있음
을 지시한다(Brantut et al., 2008). 기반암 내 단층의
낮은 동적 마찰강도는 단층미끌림이 상부의 퇴적물
로 전파되는데 도움이 되는 특성이다. 한편, 상부의
미고결 퇴적물의 경우 역과 거력, 모래 그리고 점토
로 이루어진 물질로서, 그것의 전단강도를 유추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모래를 대상으로 한 고속전
단시험결과에 의하면(Han and Hirose, 2012, unpublished data; Han et al., 2020), 모래의 경우 점
토광물이 풍부한 물질보다 높은 마찰강도를 갖는다.
게다가 다량의 역이 퇴적층에 산재하는 것은 거기를
따라서의 국지화된 미끌림(localized slip) 전파보다
는 분산된 변형(distributed deformation)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미고결 퇴적물 중간에서 단
층미끌림이 종결되는 것은 그 퇴적물의 높은 전단저
항(shear resistance)에 따른 변형의 분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변형이 발생하기 위해 높은 전단
응력이 요구되는 특성으로 인해 변형이 특정영역에
국지화되기 보다는 주변으로 퍼져가며 발생하다 종
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관찰은 제4기 퇴적물이 어
떠한 물질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거기를 따라
나타나는 단층 미끌림대를 구성하는 물질이 무엇인
지에 따라 단층 재활 시의 지표 근처에서의 미끌림
거동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
령, 제4기층을 가로지르는 미끌림대에 다량의 점토
광물을 포함하는 수렴단층(Han et al., 2020)과 연구
대상 단층은 지표부근 단층거동이 다를 가능성이 크
다. 따라서, 활성단층의 연구를 위해 다양한 조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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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분급, 구성물질, 배수조건, 수직응력, 미끌림속도
등) 하에서의 체계적인 실험을 실시하고 그것을 통
해 제4기 미고결 퇴적물의 역학적 거동과 그에 따른
(미)구조 발달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번
관찰의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활성단층의 활동시
기 규정과 관련된 것이다. 즉, 단층미끌림이 퇴적층
가운데서 끝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활성단층에서
발생한 마지막 미끌림이 그 당시의 최상부 퇴적층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하부에 위치하는 퇴적층을 통과
할 때 종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 노두에서
여러 조의 단층이 발달할 때 최상부의 퇴적층을 절
단하는 단층에서 마지막 단층미끌림이 발생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단층에 의한 퇴적물의 횡
절 여부와 퇴적물의 연대측정에 근거하여 단층활동
시기를 규정하는 것은 단층활동사 해석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지만, 그것의 신뢰도를 보다 높이
기 위해서는 퇴적층 내에서의 단층미끌림 종결 가능
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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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같은 측면은 단층에 의한 퇴
적물의 횡절 여부와 퇴적물의 연대측정을 통해 단층
활동시기를 규정하고 단층활동사를 해석하는 연구
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아울러, 지표 부근의
응력조건에서 퇴적물 및 단층 파쇄물질의 변형에 대
한 심도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그러한 물질을 대상으
로 한 체계적인 전단변형시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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