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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반도 일원의 신기 지각변형과 현생 응력장의 특징을 규명하고 지구조적 형성 배경을 이해하기 위

해, 제4기 단층과 발진기구해에 관한 기존 자료와 더불어 최근의 지각천부 시추공 응력자료를 종합하여 재분

석하였으며, 마이오세 이후 동아시아 일원의 지구조 환경 변화와 지각변형 특징을 정리하였다. 한반도 남동부

의 제4기 단층은 대부분 기존 단층대를 따라 발견된다. 또한 대부분 남-북으로 배열된 상반 서향의 충상단층

의 기하와 운동특성을 보이며, 동-서 방향의 순수 압축응력 하에서 적절히 배향된 기존 약대가 재활된 특징

을 보인다. 한반도와 인근 해역의 발진기구해 분석 결과, 내륙에서는 주향이동단층 또는 역이동성 운동감각을

포함하는 주향이동단층이 우세한 반면, 동해와 서해 연안의 경우에는 역단층이 우세한 특징을 보인다. 압축

축은 동북동과 서남서를 향해 수평 내지 아수평한 자세로 군집되며, 인장 축은 북북서-남남동 주향을 가지는

수직의 대원 상에 배열된다. 시추공 내 응력측정 자료를 취합한 결과, 한반도 지각천부의 평균 최대수평응력

은 동북동-서남서 방향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반도 일원은 현재 광역적인 동북동-서남서 내지 동-서 방향의

압축력에 의한 압축구조가 발달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동아시아 일원의 광역적인 현생 응력장 분포와 비교한

결과, 이러한 동북동-서남서 내지 동-서 방향의 압축응력환경은 태평양판의 서향 저각 섭입과 인도-유라시아

충돌로부터 전파된 응력장이 중첩된 결과로 판단되며, 대부분 고각 섭입의 양상을 보이는 필리핀해판은 배호

지역 내에서 인장 환경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한반도에서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동아시아 일원의 신기 지구조환경과 지각변형은 약 5~3.2 Ma 경 태평양판의 이동방향과 섭입각도의 변화와

함께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

핵심어: 동아시아, 지구조 환경, 신기 지각변형, 현생 응력장, 제4기 단층, 발진기구해, 수압파쇄시험

Abstract: In order to characterize the Neotectonic crustal deformation and current stress field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to interpret their tectonic implications, this paper synthetically analyzes

the previous Quaternary fault and focal mechanism solution data and recent geotechnical in-situ stress data

and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crustal deformations and tectonic settings in and around East Asia after

the Miocene. Most of the Quaternary fault outcrops in SE Korea occur along major inherited fault zones

and show a NS-striking top-to-the-west thrust geometry, indicating that the faults were produced by local

reactivation of appropriately oriented preexisting weaknesses under EW-trending pure compressional stress

field. The focal mechanism solutions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disclose that strike-slip faulting

containing some reverse-slip component and reverse-slip faulting are significantly dominant on land and in

sea area, respectively. The P-axes are horizontally clustered in ENE-WSW direction, whereas the T-axes

are girdle-distributed in NNW direction. The geotechnical in-situ stress data in South Korea also ind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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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E-trending maximum horizontal stress. The current crustal deform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s

thus characterized by crustal contraction under regional ENE-WSW or E-W compression stress field.

Based on the regional stress trajectories in and around East Asia, the current stress regime is interpreted

to have resulted from the cooperation of westward shallow subduction of the Pacific Plate and collision

of Indian and Eurasian continents, whereas the Philippine Sea plate have not a decisive effect on the

stress-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due to its high-angle subduction that resulted in dominant crust

extension of the back-arc region. It is also interpreted that the Neotectonic crustal deformation and present-

day tectonic setting of East Asia commenced with the change of the Pacific Plate motion during 5~3.2 Ma.

Keywords: East Asia, Tectonic settings, Neotectonics, Current stress field, Quaternary Fault, Focal

mechanism, Hydrofracturing test

서 언

우리나라는 대규모 지진이 잦은 일본과 미국 서부

와 같은 판경계 지역과는 달리 비교적 안정된 판 내

부에 위치해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되

어 왔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와 인근에서 비교적 규

모가 큰 지진들이 발생함으로써 지진재해에 대한 경

각심이 증대되고 있다. 2016년 4월 14일 규모 7.3의

일본 큐슈 구마모토지진에 의한 지진동이 한반도 동

남부에 충격을 가했으며, 이어 7월 5일에는 울산시

동편 52 km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그리고 9월

12일에는 경주시 남쪽 8~9 km 지점의 양산단층대를

따라 규모 5.1의 전진과 5.8의 본진이 발생하여 원자

력 관련시설과 같은 국가 주요 시설물이 밀집된 울산,

부산, 대구를 포함한 영남 지역에서 굉음과 함께 건

물이 흔들리는 강한 지진동이 감지되었다(Fig. 1,

KMA). 가장 최근의 경주지진은 1978년 우리나라의

전자식 계기지진관측 이래로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이

다. 계기지진 자료에 의하면, 한반도 일원에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매년 5~15회 꾸준히 발생하며, 약

10년 주기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관측된다(Fig.

1). 또한 역사기록을 통해 779년 경주에서 MM 진도

Ⅸ의 지진에 의해 수많은 가옥이 파괴되고 100여 명

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이 알려져 있으며, 조선 중기

15~18세기의 약 400년 동안 한반도의 지진활동이 매

우 이례적으로 활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기화,

1998). 조선 중기의 지진 중에는 규모 6.0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이 최소 4회 이상이며, 이러한 이례적인

기록은 중국 북동부의 지진자료와도 부합된다(Lee

and Yang, 2003). 따라서 동아시아 일원에서 발생하

고 있는 제4기 지각변형 과정에서 한반도만 지진에

대해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1990년대 이래로 한반도에서 활성 또는 활동

성이 의심되는 제4기 단층의 존재가 속속 보고되어

왔으며, 주로 남동부의 포항-경주-울산 일원의 내륙을

중심으로 제4기 단층들이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다

(Okada et al., 1994; Kyung, 1997, 2003; Ryoo et

al., 1996, 2001, 2002; Chwae et al., 1998;

Kyung et al., 1999a, 1999b; Lee et al., 1999;

Kyung and Chang, 2001; Chang, 2001; Lee,

2003; Choi, 2003; Cheong et al., 2003; Kim et

al., 2004; Lee and Yang, 2005; Choi, 2005; Kim

and Jin, 2006; Kyung and Lee, 2006; Yang,

2006; Kee et al., 2007; Choi and Inoue, 2007;

Son et al., 2007; Ryoo, 2009; Choi et al., 2010;

Kim et al., 2011a, 2011b; Jin et al., 2013; Cho

et al., 2014; Lee et al., 2015; Han et al., 2016).

대표적으로 경주시 암곡동의 왕산단층은 현재 발견된

제4기 단층들 중 가장 변위가 큰 단층이며(Chang,

2001), 포항시 청하면 일원의 유계단층의 경우 가장

젊은 시기(2,400-2,000 BP by 14C)까지 운동한 단층

으로 알려져 있다(Kyung and Chang, 2001). 이러한

제4기 단층들은 재활로 큰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으

므로 그 기하와 운동감각, 규모, 종류, 마찰강도 등과

같은 물리적 특성과 함께 운동의 원인이 되는 현생

응력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이 수집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반도 일원의 제4기 지각변형과 응력장의 형

성을 주도하고 있는 대소규모 지판들의 운동 특징과

상호작용 등을 포함한 신기 지구조(Neotectonic) 환경

에 대한 거시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 연구는 한반도의 대규모 지진 가능성 평가와

대비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마이오세 이후 한

반도 일원의 신기 지각변형과 현생 응력장의 발달 특

성을 규명하고 그 원인이 되는 지구조 환경을 해석하

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반도 일원의 제4기

단층 기하와 운동학적 특징과 계기지진 발진기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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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al mechanism solutions)에 관한 기존의 자료들을

취합하는 한편, 이를 최근의 지각천부 시추공 응력측

정(geo-technical In-situ stress measurements)자료들

과 함께 종합하여 재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신기 응력장을 주변 동아시아 지역에서 얻어진 기존

연구결과와 종합하여 광역적인 응력궤적(stress

trajectory) 지도를 도시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일원 신

기 지각변형과 응력장을 형성시킨 주변 지판의 운동

과 경계부의 특성에 대해 토의하였다.

동아시아 일원의 지구조 환경

신생대 동안 유라시아판과 이를 둘러싼 주변 지판

간의 광역적인 지구조 재조합에 의해 판들의 경계 조

건이 여러 번 변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동아시아 일

원에 다양한 지각변형이 순차로 발생하였다(e.g.

Molnar and Tapponnier, 1975; Tapponnier et al.,

1981; Patriat and Achache, 1984; Hall, 2002). 이

러한 지각변형의 주된 원동력은 대륙 간의 충돌, 해

Fig. 1. Distribution map of instrumental earthquakes with the magnitude of over M 3.0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since 1978 (from K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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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판 섭입, 두꺼워진 지각의 중력 포텐셜에 의한 붕

괴, 암권의 열적 조건 변화, 침식의 영향 등이 복합

적으로 작용한데서 찾을 수 있다(Yin, 2010). 동아시

아 일원의 신생대 지각변형을 야기한 주요 지구조 사

건들을 정리하면, 1) 고신생기(Paleogene)인 약 55~

50 Ma부터 시작된 인도와 유라시아 대륙의 충돌, 2)

약 43 Ma 경 태평양판 이동방향이 북북서로부터 서

북서 방향으로 변화된 사건, 3) 약 25 Ma부터 일본

열도가 동아시아 대륙으로부터 분리되며 동해가 확장

된 사건, 4) 신신생기(Neogene) 약 15 Ma 경 일본

열도의 남서부가 북상하는 필리핀해판의 이즈-보닌 아

크와 충돌하여 시계방향으로 빠르게 회전된 사건 등

이 대표적이다(Son et al., 2007). 이후 약 5 Ma 경

에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서부의 광범위한 지역

에 걸쳐 광역적인 지구조 재조합 사건이 발생한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Hall, 2002), 이 시기의 사건들에 대

해 ‘신기 지구조 운동’이라는 용어를 흔히 사용한다.

‘Neotectonics’라는 용어는 러시아 지질학자인

Obruchev (1948)에 의해 활성 지구조 운동(active

tectonic process)을 표현하기 위해 최초로 도입되었다

(Gervova and Tichomirov, 1982; Winslow, 1986).

이후 Pavlides (1989)는 이 용어를 마지막 지구조 환

경 시작 이후 혹은 마지막 조산운동 이후 발생하였거

나 발생 중인 젊은 지구조 사건에 대해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Becker (1993)는 ‘Neotectonic

period’ 라는 용어를 도입하며 신생대 중에서도 지구

조적으로 뚜렷한 변화를 초래한 마지막 사건이 발생

한 시점을 그 시작으로 볼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이

용어는 어떤 특정 기간에 대한 구조적 사건뿐 아니라

암층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되었으며(Hinsbergen,

2011), 현재에는 주로 마이오세 이후의 변형구조와 지

각변형사(post-Miocene tectonic event)라는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Neuendorf et al., 2005).

한반도는 현재 유라시아판 또는 아무르판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도판, 태평양판, 필리핀해판 등의

대규모 판들과 오키나와판, 오오츠크판, 양쯔판 등의

소규모 판들과 인접하고 있다(Fig. 2). 전지구상의 지

판의 구분과 거동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지질

및 지구물리학적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RM2 (Minster and Jordan, 1978), NUVEL-1 and

1A (DeMets et al., 1990, 1994) 그리고 PB2002

(Bird, 2003) 등의 측지학적 모델들을 통해 총 14개

의 주요 판들과 총 38개의 미소 판들이 정의되었다

(Kreemer et al., 2003; Vergnolle et al., 2007;

Schellart et al., 2008, Schellart and Rawlinson,

2010; Austermann et al., 2011). 한편, Zonenshain

and Savostin (1981)은 유라시아판에 대해 독립적으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보다 소규모의 판 즉, 아무르판

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아무르판은 전역에

서 지진 발생 빈도가 낮고 규모가 작아 경계 설정을

위한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어, 초기 판이동 모델

인 NUVEL-1A (DeMets et al., 1990, 1994)에서는

독립된 판으로 인식되지 못하였다(e.g. Seno et al.,

1996; Wang et al., 2001). 그러나 최근의 지형, 측

지, 지구물리, 지진학적 연구결과, 유라시아판에 대해

상대적으로 남동쪽으로 이동 중인 판이 존재하며, 이

판을 하나의 강성체(rigid body)로서의 거동 특성을

만족하는 독립적인 암권 단위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

다는 시각이 점차 우세해지고 있다(Wei and Seno,

1998; Heki et al., 1999; Calais et al., 2006;

Argus et al., 2010; Ashurkov et al., 2011). 현재

아무르판은 유라시아판에 대해 약 1~1.5 cm/y의 속도

로 남동쪽을 향해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Fig. 2), 그 경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일치된 의견

이 없다(Zonenshain and Savostin, 1981; Wei and

Seno, 1998; Heki et al., 1999; Iio et al., 2002;

Bird, 2003; Fournier et al., 2004; Petit and

Fournier, 2005; Ashurkov et al., 2011). 대체로 판

의 북서와 북동쪽 경계는 각각 바이칼 호수와 스타노

보이(Stanovoy) 산맥 일원으로, 동쪽과 남쪽 경계는

사할린 섬 일원에서 이토이가와-시즈오카 구조선

(ISTL: Itoigawa-Shizuoka Tectonic Line)을 지나 일

본의 난카이곡분(Nankai Trough)으로 연결되는 것으

로 제안되고 있다.

인도판은 약 55~50 Ma부터 본격적으로 유라시아판

과 충돌하였으며, 인도판의 만입으로부터 발생한 응

력은 인접한 히말라야 조산대, 티벳 고원, 중앙아시아

는 물론 인도차이나반도와 북동아시아 일원까지도 전

파되며 지각의 수축과 융기, 주향이동단층운동, 지각

신장과 지괴 돌출 등을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 전반의

신생대 지각변형을 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Molnar and Tapponnier, 1975; Tapponnier et al.,

1981; Patriat and Achache, 1984; Holt et al.,

1995; Delvaux et al., 1997; Yin and Harrison,

2000; Tapponnier et al., 2001; Wang et al., 2001;

Hall, 2002; Calais et al., 2003; Kreeme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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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Fournier et al., 2004; Petit and Fournier,

2005; Yin, 2010; Wang et al., 2014; Li et al.,

2015). 두 대륙이 접한 경계부에는 광역적인 충상단

층들을 따라 다수의 천발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발진기구해 해석을 통해 대부분 저각의 역단

층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oores and Twiss,

1995; Keyrey et al., 2007). 측지학적 연구로 인도

판은 티벳 고원에 대해 평균 N21°E 방향과 약

3.5~3.8 cm/y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Larson et al., 1999; Chen et al., 2000;

Holt et al., 2000; Wang et al., 2001), 이러한 인

도판의 만입은 현재까지도 동아시아 일원까지 지속적

으로 응력을 전달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태평양판은 신생대 동안의 판 이동과 섭입 양상 변

화에 의해 동아시아 일원에 지각열개와 배호분지의

확장, 응력반전과 대규모 압축변형 등 다수의 지각변

형 사건을 야기하였다(Cox and Engerbretson, 1985;

Pollitz, 1986; Sato and Amano, 1991; Hall, 2002;

Yin, 2010; Son et al., 2015). 현재에도 태평양판은

쿠릴, 일본, 마리아나해구를 따라 일본열도와 이즈-보

닌 아크(Izu-Bonin Arc) 아래로 비교적 빠르게 수렴

중이다(Fig. 2). 측지학적 연구에 의해 쿠릴과 일본

해구에서의 평균 수렴율은 비교적 높은 약 7~10 cm/

y이며, 마리아나해구에서는 약 6 cm/y로 보고된 바 있

Fig. 2. Current tectonic map in the vicinity of East Asia with plate boundaries suggested from Bird (2003), GPS
velocities combined from Seno et al. (1993, 1996), Heki et al. (1999), Bird (2003), Schellart and Rawlinson (2010),
and isodepth contours of the subducting PAC (Pacific Plate) and PHS (Philippine Sea Plate) slabs reported from
Nakajima and Hasegawa (2007) and Nakajima et al. (2009) (ISTL: Itoigawa-Shizuoka Tectonic Line).



174 김민철 · 정수환 · 윤상원 · 정래윤 · 송철우 · 손 문

 J. Petrol. Soc. Korea

다(DeMets et al., 1990, 1994; Seno et al., 1993,

1996; Wang et al., 2001; Sella et al., 2002;

Zhang et al., 2004; Vergnolle et al., 2007;

Schellart et al., 2008; Schellart and Rawlinson,

2010). 최근 일본 열도를 따라 실시된 지진학적 탐사

결과(Iidaka et al., 2004; Wang and Zhao, 2006;

Abdelwahed and Zhao, 2007; Nakajima and

Hasegawa, 2007; Nakajima et al., 2009; Zhao

and Ohtani, 2009; Zhao, 2012, 2015), 현재 이 판

의 섭입 슬랩(slab)은 유라시아 대륙 아래 약 660 km

깊이까지 도달하는 동안 대체로 일정한 약 30° 이내

의 각도로 섭입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섭입하는 슬

랩을 따라 매우 활발한 지진대가 분포하며 진원 깊이

는 전호(fore-arc)지역으로부터 배호(back-arc)지역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특히, 일본해구의 서편 지역 아래의

약 60 km 깊이까지도 활발한 지진이 관측되는데, 이

는 태평양판이 전형적으로 차갑고 오래된 해양판인

것과 관계되며, 이러한 물성은 빠른 수렴 속도, 저각

섭입의 효과와 중첩되어 판경계 지역 전반의 약

200 km 폭에 걸쳐 매우 넓은 활동성 지진대(over

10,000/month)를 형성하고 있다(Zhao et al., 2015).

현생 응력장 종합 결과, 일본열도 동편의 태평양판

섭입대는 모두 역이동성 응력환경이 지배적인 특징을

보이며, 압축 축은 대부분 판의 전반적인 이동 방향

과 평행한 체계적인 서북서-동남동 방향으로 배열된

다(Heidbach et al., 2010). 이는 태평양판이 유라시

아 대륙 아래로 저각 섭입하며 지속적으로 광역적인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압축 응력을 발생시키고 있음

을 지시한다.

필리핀해판은 전형적인 젊고 따뜻한 슬랩(slab)으로,

평균 약 30±5 km의 두께를 보이며, 대부분의 경계는

섭입대를 이루고 있다(Ishida, 1992). 필리핀해판의 가

장 오래된 부분은 일본 열도 남서쪽의 큐슈(Kyushu)

아래로 섭입 중인 슬랩으로 약 45 Ma의 나이를 보인

다. 반면 가장 젊은 부분은 키난해저산맥(Kinan

seamount chain)을 따라 분포하는데, 이곳은 약 17 Ma

경까지 해령이었던 부분으로, 이를 기점으로 동과 서

로 갈수록 더 오래된 나이를 보이는 특징을 보인다.

과거에는 약 40 Ma부터 유라시아 대륙 아래로 섭입

한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유라시아 대륙

과 필리핀해판과의 상대이동속도가 감소한 시점을 근

거로 약 17~15 Ma부터 필리핀해판이 남서 일본에 접

근하며 섭입이 시작된 것으로 제안된 바 있다(Wang

et al., 2004). 이 판은 현재 4~6 cm/y의 속도로 서

북서로 이동 중이며, 난카이곡분과 류큐해구(Ryukyu

Trench)를 따라 아무르판 하부로 북서향 섭입 중이다

(Seno et al., 1993, 1996; Wei and Seno, 1998;

Zang et al., 2002; Schellart et al., 2008; Schellart

and Rawlinson, 2010)(Fig. 2). 난카이곡분을 따라

섭입 중인 필리핀해판의 기하는 아주 복잡하여 섭입

대 위치와 섭입 깊이에 따라 수렴율과 각도가 변화하

며, 슬랩 내부에서도 지진학적 특성이 복잡하게 변화

한다(Ishida, 1992; Wang et al., 2004; Hori, 2006;

Abdelwahed and Zhao, 2007; Nakajima and

Hasegawa, 2007; Hasegawa et al., 2009; Nakajima

et al., 2009; Zhao, 2012, 2015). 현재 난카이곡분을

따라 관찰되는 최대수평응력은 서북서-동남동 방향이

가장 우세하나, 북동쪽으로부터 남서쪽으로 갈수록 역

단층성 응력환경으로부터 주향이동 내지 정단층성 응

력환경으로 전환되는 특징을 보인다(Heidbach et al.,

2010; Chapman et al., 2009; Matsumoto et al.,

2015).

한반도 일원 신기 지각변형과 
현생 응력장

제4기 단층

한반도 남동부는 신생대 동안 활발한 지각변형이

발생한 지역으로 다중 지각변형으로 인해 다양한 방

향성을 가진 대소규모의 지각약대 즉, 양산단층계, 울

산단층, 연일구조선 그리고 마이오세 분지들의 주요

경계단층 등이 발달하고 있다(Fig. 3). 최근 이곳에서

는 활동성 또는 활성이 의심되는 제4기 단층의 존재

가 속속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동해안을 따라 다수

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음이 역사기록과 지진관측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어, 한반도 남동부는 현재까지도

지각변형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으로 판단된다(Son et

al., 2007). 현재까지 총 60개 지점에서 제4기 단층들

이 발견되었으며, 이들의 발견지점을 연결하면 대부

분 수 km 이상 기존 단층대를 따라 선상으로 연장된

다(Okada et al., 1994; Kyung, 1997, 2003; Ryoo

et al., 1996, 2001, 2002; Chwae et al., 1998;

Kyung et al., 1999a, 1999b; Lee et al., 1999;

Chang, 2001; Kyung and Chang, 2001; Lee, 2003;

Choi, 2003; Kim et al., 2004; Choi, 2005; Kee

et al., 2007; Son et al., 2007; Ryoo, 2009;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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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1a; Jin et al., 2013; Lee et al., 2015)

(Fig. 3). 주요 지표 단층대의 위치를 기준으로 이들

의 발견지점을 구역화하면, 북쪽으로부터 양산단층 북

쪽 연장과 포항분지 서쪽 경계단층 일원(구조구 1),

오천단층계와 장기반도 일원(구조구 2), 연일구조선과

울산단층 일원(구조구 3) 그리고 양산단층대의 남쪽

연장 일원(구조구 4)으로 총 4개의 구역으로 구분된

다(Fig. 3a). 

Fig. 3. (a) Distribution map of major inherited fault zones and observed locations of the Quaternary faults in SE
Korea with the closer views in the Domain 3 (b) and 4 (c). (d) Contoured π- (lower hemisphere, equal-area
projection) and rose diagrams show the attitudes of the Quaternary fault pl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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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구 1에서는 구산, 평해, 자부터, 덕곡, 보경사,

유계, 반곡, 벽계, 단구, 구만 등 총 10곳의 지점에서

제4기 단층이 발견되었다(Fig. 3a). 주목할 만한 단층

으로 포항시 청하면 일원의 유계단층의 경우, 주향이

대체로 남북 방향으로 백악기 암석을 제4기 선상지퇴

적물 상위로 동남동에서 서북서로 충상시킨 역단층이

며(Kim and Jin, 2006), 선사시대까지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Kyung and Chang, 2001)(Fig. 4). 울진

군 근남면 일원의 구산단층은 선캄브리아대 우백질

화강암과 이를 관입한 중성암맥으로 구성된 기반암

내부에 주향이동단층이 발달하는데(N30°E/55°SE), 이

들을 피복한 상부의 제4기 하성층 내로 단층의 일부

가 연장되며 갈색의 단층점토대가 관찰된다(Jin et

al., 2013). 단층면상에서 관찰된 단층조선은 대부분

저각으로 좌수향의 주향이동 운동감각이 우세하며, 절

단된 제4기 하성층과 단층점토에 대한 연대측정 결과

에 근거하여 50만년 이내에 최소 2회 이상의 단층활

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었다(퇴적층: 50.0~41.0 Ka

by OSL; 단층점토: 369.0 Ka by ESR; 88.4~80.0 Ka

by 10Be)(Fig. 4). 또한 최근 벽계단층과 인접한 지점

에서 실시된 트렌치 조사에 의해 제4기 단층 노두가

추가로 발견되었으며, 발견지점은 단구단층으로 명명

되었다(Lee et al., 2015). 이곳에는 기반암인 세립질

화강암과 제4기 퇴적층을 북북동 방향 단층이 절단하

고 있으며, 단층조선과 제4기 퇴적층 내에 발달한 끌

림습곡을 근거로 이 단층은 역이동성 운동감각을 포

함한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으로 해석되었다. 단층의 최

후기 활동연대는 절단된 퇴적층의 연대측정결과(OSL:

7.5 Ka±0.3 Ka; 14C: 3.99±0.04 Ka)와 지층 내에 포함

된 도자기 파편에 대한 고고학적 연대추정 결과(AD

1,550~1770)에 근거하여 7.5 Ka~0.3 Ka로 해석되었다

(Fig. 4).

오천단층과 장기반도 일원의 구조구 2에서는 구만,

하정, 오어사, 갈곡1~3, 왕산단층 등 총 7곳의 지점에

서 제4기 단층들이 발견되었다(Fig. 3a). 대표적으로

경주시 암곡동 왕산단층은 백악기 유천층군의 안산암

질 화산력 응회암을 피복한 제4기 역질 퇴적층의 부

정합면을 절단한 단층으로, N50°E/50°SE의 단층면상

에 선주각 50°E의 단층조선이 발달하며, 역이동성 운

동감각을 지시한다(Chang, 2001). 부정합면을 기준으

로 단층의 수직변위와 총변위량은 각각 16 m와 28 m

로 한반도 내에서 가장 큰 변위를 보이는 제4기 단

층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왕산단층의 최대 변위를
Fig. 4. Combined ESR, 14C, and OSL age data obtained
from the Quaternary faults in S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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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m로 가정할 경우, OSL 연대(90±6~54±7 ka)와
14C 연대(44.61±1.14 ka)를 기준으로 단층의 변위율은

각각 0.31~0.52 mm/yr와 0.62 mm/yr로 계산된 바 있

다(Cheong et al., 2003; Choi, 2003; Lee and

Yang, 2003)(Fig. 4). 한편, 오어사단층의 단층점토에

대한 ESR 연대측정에서 760±50 ka (Cheong et al.,

2001), 갈곡1단층은 절단된 지층 내 포함된 유기물에

서 14C 연대측정을 통해 13.76±0.014~25.75±0.24 ka

(Kyung, 1999a)의 연대가 도출되었다(Fig. 4).

울산단층과 연일구조선 일원인 구조구 3에서는 오

곡지, 수성지 1~2, 탑골, 진현, 진티, 푸르뫼, 신계,

장항, 감산사, 활성리, 말방, 개곡 1~6, 입실, 원원사,

모화, 이화, 읍천, 수렴, 복골, 차일, 신화단층 등 총

27곳의 지점에서 제4기 단층이 발견되었다(Fig. 3a,

3b). 대표적으로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 사곡저수지 북

안에서 발견된 말방1단층은 제4기 역질 퇴적층을 기

반암인 고신생기 화강암과 이를 부정합 피복한 제4기

역질~사질 퇴적층이 충상하고 있다. 단층면은 남-북

으로 배열되어 동쪽으로 35° 경사져 있으며, 상부의

역질~사질 퇴적층 내에서 역단층 운동을 지시하는 끌

림습곡이 관찰된다(Chwae et al., 1998). 이후 이 단

층의 남남동 방향 310 m 지점의 계곡에서 말방2단층

이 추가로 발견되었다(Lee, 2003). 고신생기 화강암과

이를 관입한 중성질 암맥이 제4기 역질 퇴적층을 충

상하고 있으며, N08°W/40°NE의 단층면상에 발달된

선주각 87°S의 단층조선과 하반의 기질지지성 역질

퇴적층 내의 압쇄엽리를 근거로 역단층으로 해석되었

다. 단층암에 대한 ESR 연대측정결과 주 단층에서

287±92, 850±112 ka, 상부의 소단층에서 262±54 ka

의 연대가 도출되었다(Chwae et al., 1998)(Fig. 4).

또한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감산사로부터 동쪽 약

80 m 계곡에 노출된 감산사단층(괘릉단층)에서는 각

력화된 고신생기의 화강암이 N50°E/44°SE의 단층면

을 따라 제4기 역질 퇴적층을 충상하고 있다. 단층과

지층의 상호횡절관계, 단층조선과 단층점토대 내 S형

엽리면을 근거로 역단층으로 해석되었으며(Lee,

2003), 단층암에 대한 ESR 연대측정결과 240±20~

370±20 ka의 연대가 도출되었다(Yang, 2006)(Fig. 4).

한편,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일원에서는 총 6곳의 지

점에서 기반암인 화강암과 이를 부정합으로 피복한

제4기 역질 퇴적층이 단층을 경계로 제4기 역질 퇴적

층을 접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Ryoo et al., 2002,

2009). 개곡1~5단층은 모두 상반 서향의 역단층인 반

면, 개곡6단층은 상반 동향의 전향(vergence)를 보이

는데, 이는 울산단층과 연일구조선을 따라 발달한 기

존 단층들이 제4기 응력장 하에서 재활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분절을 형성함을 지시한다. 또한 단층대 내부

의 미끌림면 간의 상호횡절, 단층조선에 근거한 고응

력장 분석을 통해 북서-남동 내지 서북서-동남동의 압

축력에 의한 우수향 주향이동운동 이후 동-서 내지

동북동-서남서 압축력에 의한 역단층 운동으로 최소

2회의 단층 운동을 겪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최근

Han et al. (2016)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

사이에 경주 일원에서 발생된 약 300개의 미소 지진

을 재분석하여 진원지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미소지진들은 연일구조선의 남측분절, 석읍단층 그리

고 와읍분지 경계단층을 따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하에 분포하는 기존 단층

대가 현생 응력장 하에서 부분적으로 재활되고 있음

을 암시하며, 따라서 미소지진이 집중되는 주요 단층

분절들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향후 필요한 것으로 판

단된다.

한편, 양산단층계의 남쪽 연장부 일원인 구조구 4

에서는 상천1~2, 가천1~2, 조일, 월평1~2, 웅상, 술마,

화정1~2, 도야, 서생1~2, 좌동, 교동, 다방단층 등 총

17개의 지점에서 단층이 발견되었다(Fig. 3a, 3c). 양

산단층 일원에서 최초 보고된 제4기 단층인 월평1단

층은 Okada et al. (1994)에 의해 양산군 하북면 박

지리 월평마을을 통과하는 35번 신설 국도건설구간에

서 발견되었다. 단층을 기준으로 서측의 제4기 선상

지 퇴적층과 동측의 안산암류가 분포하며, 트렌치단

면에서 관찰되는 단층면은 북북동 방향의 주향과 거

의 수직이거나 동쪽으로 경사진 고각의 경사를 보여

준다. 역의 배열 및 단층대 주변의 미세구조에 근거

하여 역단층 성분을 수반한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으로

해석되었다(Chwae et al., 1998). 각 단층의 운동 시

기는 다소 분산되나 400 ka 전후, 800 ka 전후 그리

고 1,200 ka 전후로 군집된 양상을 보인다(Fig. 4).

각 구역에서 수집된 단층면의 자세를 장미도와 등

적투영망에 도시한 결과, 각각 평균 N06°W/62°NE,

N03°E/36°SE, N06°W/33°NE, N22°E/67°SE의 자세

를 보이는데, 인접한 대표적인 기존 단층대의 방향성

과 대체로 유사하다(Fig. 3). 단층면상에서 관찰된 단

층조선의 기하와 운동감각은 이들이 대부분 상반 서

향의 역단층 또는 역이동성 운동감각을 포함하는 주

향이동 단층임을 지시한다. 이 단층들은 대부분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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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30° 내외의 저각이나 지하로 갈수록 경사각이

커지고 단층비지대의 두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제4기 응력장하에서 적절히 배향된 기존 단층들이 재

활된 것으로 판단된다(Ryoo et al., 1996, 2002;

Chwae et al., 1998; Kyung et al., 1999a, 1999b;

Lee et al., 1999; Chang, 2001; Cho et al., 2001;

Kyung and Chang, 2001; Son et al., 2001, 2007;

Choi et al., 2002; Choi, 2003; Im et al., 2003;

2006; Kim et al., 2004; Lee and Yang, 2005; Ree

and Kwon, 2005; Park et al., 2006; Yang, 2006;

Kee et al., 2007; Sim et al., 2010). 제4기 단층으

로부터 기재된 총 91개의 단층이동자료를 이용해 고

응력장이 복원되었으며(Fig. 5), 분석에는 Delvaux

and Sperner (2003)에 의해 제공된 Wintensor S/W

(v.5.8.5)가 활용되었다. 그 결과 최소주응력축(σ
3
)이

지면에 거의 수직으로 나타나며, 남-북 방향의 중간주

응력축(σ
2
)과 동-서 방향의 최대주응력축(σ

1
)이 도출

되었다. 도출된 응력비는 R'=2.38로 이 단층들이 동-

서 방향의 순수압축성 응력환경(Delvaux et al.,

1997)에서 형성되었음을 지시한다. 최근 Cho et al.

(2014)는 암석의 자기이방성을 활용하여 왕산, 진티,

모화, 수성지2 단층의 단층암 내에 기록된 자기미세

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단층들은 제4기

동안 역단층으로 재활됨을 지시하는 자기미세구조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며, 고응력장 복원 결과 동북동-서

남서 방향의 압축력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계기지진 발진기구해

1963년 이후 한반도 일원에서 발생한 지진의 발진

기구해 분석결과(Kim, 1980; Kim et al., 2006;

Cho et al., 2006; Park et al., 2007; Hoe and

Kyung, 2008; Jun and Jeon, 2010; Back et al.,

2011; Jung and Kyung, 2013)를 이용해 현생 단층

과 지진활동을 유발한 응력장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규모 3.0 이상의

80개 지진에 대한 분석결과를 Fig. 6에 도시하였다. 표

시된 발진기구해는 하반구를 사용하는 등적투영망을

이용하였으며, 유색인 부분은 압축(compression) 그리

고 무색인 부분은 확장(dilatation) 영역을 나타낸다.

화살표는 압축 축(P-axis)의 수평 성분 방향을 지시한

다.

한반도 내륙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대부분 역이동성

운동감각을 일부 포함하는 주향이동 단층운동에 의해

것들이 우세하나, 동해와 서해 연안에서 관찰되는 지

진은 주로 역단층 운동에 의해 것이 우세하다(Fig.

6). 또한 한반도 내륙과 서해안에서 주로 발생한 규모

5 미만의 지진들은 주향이동성 운동감각이 우세한 반

면, 해상에서 발생한 규모 5 이상의 지진들은 대부분

역단층운동을 지시한다. 발진기구해로부터 도출된 압

축 축과 인장 축(T-axi)s의 방향을 등적투영망과 장미

도에 도시해보면(Fig. 7), 압축 축은 대부분 동북동과

서남서를 향해 수평 내지 아수평한 자세로 군집된 체

계적인 분포를 보이며, 인장 축은 북북서-남남동 방향

으로 거의 수직한 대원 상에 배열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지면에 거의 수평한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최대

주응력(σ
1
)이 작동되는 상황에서 중간(σ

2
)과 최소(σ

3
)

주응력축이 최대 주응력을 중심으로 회전됨을 의미한

다. 

한편, 한반도 일원에서 수행된 발진기구해 분석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Kim, 1980; Kim, 1991;

Kim et al., 2006; Cho et al., 2006; Park et al.,

2007; Hoe and Kyung, 2008; Jun and Jeon,

2010; Back et al., 2011; Choi et al., 2012; Jung

and Kyung, 2013) 또한 지진을 유발시킨 단층들이

대부분 역이동성 운동감각이 포함된 주향이동단층이

며, 한반도 동남부에서 알려진 주요 단층들의 방향과

유사한 북북동-남남서 내지 북동-남서와 서북서-동남

Fig. 5. Paleo-stress field reconstruction using the
fault-slip data observed from the Quaternary faults in
SE Korea (lower hemiosphere, equal-area projections).
Convergent arrow heads indicate the horizontal
compression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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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내지 북서-남동 방향의 단층면 또는 단층보조면이

우세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비록 진앙의 분포가

지표 선구조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지하의 기존 지각

약대가 재활되며 지진이 발생하였음을 지시한다.

지각천부 현생 지중응력

우리나라 지각천부 현생 지중응력의 분포와 방향성

을 파악하기 위해, 토목공사에서 수압파쇄시험으로 얻

어진 초기 지중응력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87 개의

Fig. 6. Focal mechanism solutions from 80 earthquakes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Compressional
quadrants are indicated by filled areas and convergent arrow heads represent horizontal compressional (P-axis)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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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공에서 지표로부터 9.5~490.0 m 깊이까지 실시된

총 385회의 시험자료가 취합되었다(자료제공: (주)넥

스지오, (주)지오텍컨설턴트). 또한 자료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현생 지중응력 분포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Haimson et al., 2003; Bae, 2005; Choi et

al., 2008; Chang et al., 2010)를 함께 종합하여

Fig. 8에 도시하였다. 그 결과, 남한의 광범위한 지역

에서 북동-남서 내지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최대수평

응력이 우세함이 파악된다. 최대수평응력 방향을 종

합한 장미도표 작성 결과, N55°E 방향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평균 방향은 N77°E이다(Fig. 8). 국

지적으로 북북서-남남동, 북서-남동 그리고 서북서-동

남동 등의 다양한 최대수평응력도 함께 관찰되는데,

이는 국내 공학적인 용도의 지하 암반 구조물(지하철,

철도터널, 석유비축기지 등)이 대부분 지표로부터 약

500 m 깊이 내에 위치하는 점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

다. 지각 천부에서는 암상의 종류, 조직, 이방성, 불연

속면, 지형, 침식 등의 지질학적 요소와 함께 대규모

의 인공사면, 터널, 구조물 등 지표에서의 구조물 건

설과 대규모 굴착 등의 인공적인 영향 그리고 측정

방법, 측정심도 등 지중응력의 상태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500 m 미만의 심도에서의 수평응력 성분은 지역특성

과 지질조건에 따라 넓은 범위의 값을 보일 수 있다

(Brown and Hoek, 1978; Lee, 1998; Bae et al.,

2008). 

한편, 우리나라 천부 지중응력에 관한 기존 연구결

과들을 살펴보면, 먼저 Haimson et al. (2003)은 서

울, 평택, 여수, 거제 일원에서 총 13개 시추공의 심

도 30~250 m 범위에서 실시된 수압파쇄시험결과를

분석하여 동북동-서남서 또는 동-서 방향의 최대수평

응력을 도출하였다. Lee and Chang (2007)은 한반도

남동부 일원 60개 시추공에서 254개 수압파쇄시험자

료와 24개 시추공에서 얻어진 8개 오버코어링 시험

Fig. 7. Rose and contoured π-diagrams (lower hemisphere, equal-area projection) showing the attitudes of P- and
T-axes analyzed from the focal mechanism solutions. Note that the P-axes are oriented horizontally with ENE or
WSW directions whereas the T-axes show a NNW-trending girdl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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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종합하여 평균 N66°E±31°의 최대수평응력을

도출하였으며, 일부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최대수평응

력은 얕은 측정심도(상주: 64 m, 보은: 65 m, 제천:

41 m, 대구: 32 m 등)에 따른 지형적 영향으로 해석

하였다. Choi et al. (2008)은 국내에서 지난 10여

년간 실시된 수압파쇄 초기응력 측정 결과를 정리하

여 우리나라 최대수평응력은 전반적으로 동북동-서남

서 방향으로 배열됨을 보고하였다. 또한 Bae et al.

(2008)은 경상분지 내 18개 지역의 57개 시추공에

대한 수압파쇄시험결과를 취합하여 신뢰 가능한 212

개의 자료를 도출하고 이를 분석하여, 최대수평응력

은 절대적으로 우세한 방향성을 보이지는 않으나 평

균 방향이 거의 동-서인 동북동-서남서로부터 서북서

-동남동 사이(N60°E~N80°W, 평균 방향 N84°E)가

우세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Chang et al.

(2010)은 앞선 기존 자료(Lim and Lee, 1991; Kim,

2002; Haimson et al., 2003; KRNA, 2006; Lee

and Chang, 2007)들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내륙에 동

북동-서남서 내지 북동-남서의 최대수평응력이 작동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지질공학적 방

법을 통해 측정된 한반도의 지각천부 지중응력은 북

동-남서 내지 동북동-서남서의 최대수평응력이 우세

하다 할 수 있다.

토 의

한반도 일원의 제4기 지각변형과 현생 응력장 

특징

한반도 남동부 일원의 제4기 단층은 대부분 동쪽으

로 경사진 상반서향의 충상단층의 기하와 운동특성을

보이며, 이들 단층면의 자세는 인접한 주요 구조선의

방향성과 유사하다(Ryoo et al., 1996, 2002; Chwae

et al., 1998; Kyung et al., 1999a, 1999b; Lee et

al., 1999; Chang, 2001; Cho et al., 2001; Kyung

Fig. 8. Shallow crustal in-situ stress fields in South Korea, measured from hydrofracturing and over-coring tests,
and rose diagram showing the distribution of maximum horizontal stress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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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hang, 2001; Son et al., 2001, 2007; Choi

et al., 2002; Choi, 2003; Im et al., 2003; 2006;

Kim et al., 2004; Lee and Yang, 2005; Ree and

Kwon, 2005; Park et al., 2006; Yang, 2006; Kee

et al., 2007; Sim et al., 2010)(Fig. 3). 대부분 지

표에서는 30° 내외의 저각이나 지하로 갈수록 경사각

이 커지고 단층점토대의 두께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

인다. 이는 한반도 남동부의 제4기 단층들이 제4기

응력장 하에서 적절히 배향된 기존 약대가 재활된 결

과임을 지시한다. 단층의 기하와 운동감각을 이용해

얻어진 고응력장과 단층점토의 자기미세구조 분석(Cho

et al., 2014) 결과, 지면에 아수직한 최소주응력축(σ
3
)

과 동-서 방향의 최대주응력축(σ
1
)이 도출되며, 응력

비(R'=2.34, Delvaux et al., 1997)는 이 단층들이

대부분 동-서 방향의 순수압축성 응력환경에서 형성

되었음을 지시한다(Fig. 5).

한반도와 인근 해역의 지진 발진기구해 자료를 취

합한 결과(Kim, 1980; Kim et al., 2006; Cho et

al., 2006; Park et al., 2007; Hoe and Kyung,

2008; Jun and Jeon, 2010; Back et al., 2011; Jung

and Kyung, 2013), 북동-남서와 북서-남동의 단층면

또는 단층보조면이 가장 우세하며, 이는 한반도의 내

륙에 분포하는 광역적인 구조선의 방향과 유사하다.

압축 축은 동북동과 서남서를 향해 수평 내지 아수평

한 자세로 군집되며, 인장 축은 북북서-남남동 주향을

가지는 수직의 대원 상에 배열된다. 내륙의 경우 주

향이동단층 또는 역이동성 운동감각을 포함하는 주향

이동단층이 우세한 반면, 동해와 서해안의 경우에는

역단층이 우세한 특징을 보인다(Fig. 6, 7). 한편, 지

질공학적 방법을 통해 얻어진 시추공 내 응력측정 자

료들은 한반도의 지각천부의 최대수평응력의 방향이

전반적으로 북동-남서 내지 동북동-서남서로 배열된

특징을 보이며(Fig. 8), 이는 제4기 단층과 지진 발진

기구해가 얻어진 결과와 부합한다(Lim and Lee,

1991; Kim, 2002; Haimson et al., 2003; Bae,

2005; KRNA, 2006; Lee and Chang, 2007; Choi et

al., 2008; Bae et al., 2008; Chang et al., 2010).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현재 한반도 일원에는

광역적인 동북동-서남서 내지 동-서 방향의 압축 응

력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응력이 누적된 결과

로 적절히 배향된 기존 약대들이 선택적으로 재활되

며 지각의 압축변형과 함께 이에 수반된 지진이 발생

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어진다.

동아시아 일원의 현생 응력장과 지구조적 환경

World Stress Map (WSM, Heidbach et al.,

2010)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된 전 세계의 광범위한

현생 응력자료를 모은 광역응력지도이며, 현재 총

21,750개의 현생 응력자료들이 종합되어 있다. 각 지

점에서의 최대수평응력의 방향과 응력환경, 측정방법

이 종합적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웹사이트(www.

world-stress-map.org)를 통해 각각의 근거자료를 열람

가능하다. 한반도 일원의 경우에는 Haimson et al.

(2003)의 발진기구해와 수압파쇄시험자료를 근거로 동

북동-서남서의 최대수평응력의 역이동성 내지 주향이

동성 응력환경으로 표현되어 있다.

동아시아 일원의 광역적인 현생 응력의 분포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WSM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Holt

et al., 1995, 2000; Kreemer et al., 2003; Calais

et al., 2003, 2006; Fournier et al., 2004; Petit et

al., 2005; Barth and Wenzel, 2010)을 이용하여 광

역적인 응력궤적도를 도시하였다(Fig. 9). 한반도의 서

편에는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로 발생한 남-북

내지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최대수평응력이 동쪽으로

전파되며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동편에는 태평양판

의 저각 섭입으로 발생한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최대

수평응력이 서쪽으로 전파되며 시계반대방향으로 회

전되고 있다. 한반도 일원에 도달한 두 응력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광역적인 동북동-서남서 내지 동-서의

압축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한반

도가 현재 서쪽의 인도-유라시아 대륙의 충돌과 동쪽

의 태평양판 섭입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음을 지시

한다.

인도-유라시아 대륙의 충돌은 신생대 동안 발생한

아시아 지역 지각변형의 주요 원인으로 해석되어 왔

다(Molnar and Tapponnier, 1975; Tapponnier et

al., 1981; Patriat and Achache, 1984; Holt et al.,

1995, 2000; Delvaux et al., 1997; Yin and Harrison,

2000; Tapponnier et al., 2001; Wang et al., 2001;

Hall, 2002; Calais et al., 2003, 2006; Kreemer et

al., 2003; Fournier et al., 2004; Petit and Fournier,

2005; Yin, 2010; Wang et al., 2014; Li et al.,

2015). 인도 대륙의 만입은 충돌대와 인접한 히말라

야 산맥과 티벳 고원의 지각을 수축시키며 남-북 내

지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압축응력을 지속적으로 발

생시키고 있다. 유라시아 대륙 내로 전파된 광역적인

압축응력과 두꺼워진 지각의 포텐셜 에너지의 붕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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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벳 고원과 중국 서부에 광역적인 압축구조와 주향

이동단층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지각변형을 주도하였

으며, 현재까지도 히말라야 동쪽 지괴들의 시계방향

회전과 바이칼의 열개, 인도차이나 반도의 돌출 등

동아시아 일원의 대표적인 현생 지각변형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는 새로운

작은 판, 즉 아무르판이 만들어져 현재 매년 약

1~1.5 cm 가량 남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Zonenshain

and Savostin, 1981; Wei and Seno, 1998; Heki et

al., 1999; Iio et al., 2002; Bird, 2003; Argus et

al., 2010; Ashurkov et al., 2011)(Fig. 2). 아무르판

내에는 지역에 따라 응력 환경이 다양하게 변화되는

데, 인도-유라시아 충돌대로부터 상대적으로 가까운

몽골 지역은 북동-남서 방향의 최대수평응력과 압축

응력환경이, 아무르판의 중심부는 동북동-서남서 방향

의 최대수평응력과 주향이동성 응력환경이 우세하며,

아무르판 북서쪽 경계의 바이칼 지역은 현재 북서-남

동 방향의 지각 열개로 대표되는 순수인장환경이 지

배적이다(Xu et al., 1992; Kreemer et al., 2003;

Petit and Fournier, 2005; Barth and Wenzel,

2010; Heidbach et al., 2010). 또한 보다 동쪽의 우

리나라를 거쳐 일본열도쪽으로 갈수록 최대수평응력

의 방향이 동북동-서남서로부터 서북서-동남동으로 점

진적으로 회전되며, 순수압축성 응력환경으로 변화되

는 특징을 보인다(Heidbach et al., 2010)(Fig. 9).

아무르판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응력장의 분포와 응력

환경의 변화는 인도-유라시아 충돌대로부터 전달된 응

력이 티벳 고원, 중국, 아무르판 중심부를 거쳐 그

동쪽에 위치한 한반도 일원까지도 도달하고 있으며,

일본 열도로부터 발생된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압축

력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지시한다.

태평양판의 섭입대는 위치에 따라 북으로부터 쿠릴

해구와 일본해구 그리고 남쪽의 마리아나해구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쿠릴과 일본 해구를 따라 7~10 cm/y,

마리아나해구를 따라 6 cm/y의 속도로 태평양판이 빠

르게 수렴 중이다(DeMets et al., 1990, 1994; Seno

et al., 1993, 1996; Wang et al., 2001; Sella et al.,

2002; Zhang et al., 2004; Vergnolle et al., 2007;

Schellart et al., 2008; Schellart and Rawlinson,

2010)(Fig. 2). 최근 이 지역 일원에서 활발히 수행된

Fig. 9. Regional stress trajectory map showing the distribution of regional stress field in the central and eastern
parts of Eurasian continent. Dashed lines indicate trace of the maximum horizontal stress axes based on the
World Stress Map release 2008 (Heidbach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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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학적 연구결과(Iidaka et al., 2004; Zhao et al.,

2004; Hori, 2006; Wang and Zhao, 2006;

Abdelwahed and Zhao, 2007; Nakajima and

Hasegawa, 2007; Hasegawa et al., 2009; Nakajima

et al., 2009; Zhao and Ohtani, 2009; Zhao, 2012,

2015)를 종합하면, 쿠릴과 일본해구로부터 서향 섭입

중인 태평양판은 슬랩의 심발지진대가 명확히 관찰되

며, 섭입된 태평양판은 동아시아 하부의 맨틀전이대

깊이까지 도달하여 그 전면부는 현재 660 km 불연속

면 상부에서 정체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각 천부

섭입대로부터 이 깊이에 도달하기까지 섭입 중인 슬

랩의 각도는 전반적으로 얕은 특징을 보이는데, 캄차

카(Kamchatka) 반도 남부에서는 비교적 깊은 약

45~50°의 경사를 가지나 남쪽으로 갈수록 얕아져 북

동 일본으로부터 일본해구 전반에 걸쳐 약 30° 이하

의 각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Fig. 2). 이에 반

해 필리핀해판의 섭입대는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

는데, 일본 혼슈 남서부(오사카, 교토, 나고야) 아래에

서는 지하 약 100 km 깊이까지 약 10~26°로 얕은

섭입 각도를 보인다. 남서쪽의 시코쿠 지역에서는 슬

랩이 천처에서는 얕은 섭입각을 보이다가 약 60 km

깊이부터 급격히 아래로 구부러지면서 섭입각이 깊어

지며, 인접한 북쪽의 돗토리현 아래에서 지하 약

200 km 깊이까지 도달한다. 보다 서쪽의 큐슈 지방에

서도 섭입된 슬랩이 약 60 km 깊이부터 급격히 아래

로 구부러지며 약 45° 이상으로 고각 섭입하여 큐슈

북서쪽 연안에서 지하 약 500 km 깊이까지 급격히

도달하는 양상이 확인된다(Fig. 2). 결론적으로 필리

핀해판은 천처에서 비교적 저각으로 섭입하는 양상을

보이나, 약 60~80 km 깊이부터 급격히 아래로 휘면

서 고각 섭입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섭입하

는 슬랩의 지진학적 특성도 위치와 깊이에 따라 달라

지는데, 난카이곡분의 동쪽 지역에서는 지하 약

150 km까지 지진성 슬랩의 특징을 보이며, 보다 서쪽

인 일본 혼슈 남서부와 큐슈 남부에서는 깊이 약

60~80 km까지 지진성 슬랩의 특징을 보이다가 더 깊

은 곳까지 섭입된 슬랩에서는 모두 비지진성(aseismic

slab)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Nakajima

and Hasegawa, 2007; Hasegawa et al., 2009;

Nakajima et al., 2009)(Fig. 2).

결론적으로 태평양판과 필리핀해판은 연대, 물성,

지진학적 특성과 더불어 섭입 각도에서 차이를 보이

며, 이는 동아시아 일원의 신기 지각변형과 광역적인

현생 응력장의 형성에 있어 두 판이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섭입 각도는 섭입대

상판의 지각변형과 응력환경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요

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Uyeda and Kanamori,

1979; Moores and Twiss, 1995; Lallemand et al.,

2005; Kearey et al., 2007). 과거 많은 학자들에 의

해 칠레형 섭입대와 같은 저각 섭입은 상판 내로 압

축응력을 전달하여 상판 내에 광역적인 압축변형을,

마리아나형 섭입대와 같은 고각 섭입은 배호 지역의

지각 확장을 유발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왔다. 최근

Lallemand et al. (2005)는 전 세계의 대표적인 섭입

대의 섭입 각도, 슬랩 기하, 슬랩 당김힘, 판 이동 속

도, 상판의 응력 환경 자료를 취합하여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섭입

각도와 상판의 응력 환경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보이

는데, 섭입 중인 슬랩의 각도가 51°를 초과 할 경우

배호 지역 내의 지각이 확장되는 경향이 관찰되는 반

면, 섭입 각도가 31° 이하인 상황에서는 배호 지역의

지각 수축이 우세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현재 약 30° 이내로 저각 섭입 중인 태평양판의 상

판 지역에는 판 이동 방향과 평행한 압축응력이 형성

되고 그 인접부는 압축변형이 우세한 응력환경이 형

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그동안 보고되어

온 태평양판 섭입대 배호 지역에서의 지각변형과 현

생 응력장 발달 특성과 잘 부합된다(Heidbach et al.,

2010). 한편, 보다 복잡한 슬랩 기하를 가진 필리핀해

판의 경우에는 북동쪽의 얕은 섭입각(10~26°)을 보이

는 지역에서는 배호 지역 내의 응력장 분포는 보다

북동쪽의 태평양판 섭입대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보다 남서쪽의 지역에서는 섭입 각

도가 지하 약 60~80 km 지점에서부터 급격히 깊어지

며 약 45° 이상의 고각 섭입대의 양상을 보이므로

그 배호 지역은 현재 지각이 확장되는 응력 환경 하

에 놓여있을 것으로 예측된다(Uyeda and Kanamori,

1979; Moores and Twiss, 1995; Lallemand et al.,

2005; Kearey et al., 2007). 

일본 남서부 지역(큐슈, 시코쿠, 남서 혼슈)은 지질

학적으로 난카이곡분의 서쪽이자 류큐해구의 북단에

해당된다. 최근 수행된 발진기구해 분석결과에 의해

큐슈 전반에 걸쳐 동북동~북동 내지 동-서 방향의 최

대수평응력과 북북서~북서 내지 남-북 방향의 최소수

평응력이 분포하며, 정이동성 응력환경이 우세한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Chapman et al., 2009; Matsum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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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5). 이는 다양한 방향성을 보이는 이 지역

의 활성단층들의 운동양상과도 잘 부합하는데, 큐슈

중앙부를 따라 동북동 내지 북동으로 배열된 구조선

들은 대부분 정단층(e.g. Beppu-Shimabara Graben)

또는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으로 운동 중이며, 북북동~

북북서로 배열된 구조선(e.g. Kagoshima Graben)들은

좌수향 주향이동단층 또는 역단층이 우세하다. 이러

한 양상은 측지학적 연구결과와도 잘 부합한다

(Wallace et al., 2009). 역사지진 연구결과, 일반적으

로 큐슈 남부 연안에는 역단층 운동에 의한 지진이

우세한 반면, 큐슈 중앙부의 베푸-시마바라 지구대

(Beppu-Shimabara Graben)를 따라서는 정단층운동과

주향이동단층운동에 의한 지진이 우세한 것으로 관찰

된다. 이상과 같은 일본 남서부 큐슈 지역의 지각변

형, 지진, 현생 응력장 발달 특성은 현재 필리핀해판

섭입대의 배호 지역 내에서 배호 확장이 발생되고 있

음을 지시하며, 이는 일본 남서부를 따라 비교적 고

각으로 섭입 중인 필리핀해판 섭입대의 영향으로 해

석된다(Lallemand et al., 2005). 또한 이러한 해석은

최근의 구마모토 지진 분석결과에 의해서도 지지되는

데, 2016년 4월 15일 발생한 규모 7.3의 이 지진은

MTL을 따라 분포하는 N46°E/84NW의 단층면을 따

라 발생한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운동에 의해 발생한

천발지진으로 보고되었다(NIED F-net, http://www.

fnet.bosai.go.jp/top.php). 만약 필리핀해판의 배호 지

역에서 광역적인 압축변형이 발생할 경우 지판의 수

렴 방향에 수직하게 배열된 동북동 내지 북동 방향의

단층들(e.g. MTL)은 역단층으로 운동할 가능성이 높

으나, 현재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필리핀해

판의 배호 지역 내에서 지판의 이동 방향인 북서 내

지 서북서 방향과 평행한 압축력이 지배적으로 작용

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 또한 이와 같은 일본 남서

부의 지각변형 양상과 현생 응력장의 분포는 한반도

와 인근 해역에서 관찰된 결과와는 서로 부조화적이

다(Fig. 5~9). 따라서 한반도 일원의 신기 지각변형과

응력장의 형성에 있어 필리핀해판의 섭입이 미치는

영향은 기존의 일반적인 예측과는 달리 태평양판의

섭입과 인도판의 충돌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

으로 판단된다.

신기 지각변형의 발생 배경

한반도 일원의 신기 지각변형과 현생 응력장이 형

성된 시기와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일

원에서 발생된 최후기의 지구조 사건인 약 5~3.2 Ma

사이 발생된 태평양판의 이동 방향 변화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Cox and Engerbretson (1985)는 하와이-

엠페러 군도에 대한 열점 자취(hotspot track) 연구를

통해 열점의 배열에 약간 어긋난 부분이 있으며, 이

는 약 5 Ma 이후 태평양판의 이동 방향이 보다 북쪽

으로 변화하고 태평양판과 대서양판의 상대이동 방향

이 변화하였음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후

Pollitz (1986)는 또한 태평양판과 나즈카판의 열점 자

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약 5~3.2 Ma 사이 태평양판

의 이동 방향이 시계방향으로 회전된 것으로 제안하

였다. 이후 태평양판의 경계지역 전반과 해저자기 이

상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많은 증거들

이 제안되었다(e.g. Harbert and Cox, 1989; Wessel

and Kroenke, 2000; Oskin and Stock, 2003;

Austermann et al., 2011). 이와 같은 태평양판의 이

동 양상 변화에 따라 동아시아 일원의 지구조 환경이

상당히 변화된 것으로 보이며, 일본 열도에서도 이와

시기적으로 유사한 신기 지각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본 열도의 중앙부에는 북북서 방향으로 약 250 km

이상 연장되는 이토이가와-시즈오카 구조선(ISTL,

Itoigawa-Shizuoka Tectonic Line)이 분포한다(Fig.

2). 탄성파 자료 해석결과, 이 구조선을 따라 제4기

동안 매우 높은 변위율을 보이는 역단층 내지 역이동

성 운동감각이 우세한 좌수향 주향이동단층 운동이

발생하였으며, 상반의 중생대 암석과 이를 피복한 마

이오세 암석이 하반의 중생대 암석과 이를 피복한 플

라이오세 내지 제4기 퇴적물을 저각으로 충상하고 있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역단층 운동과 ISTL의

좌수향 재활은 전기 플라이오세부터의 서북서-동남동

압축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Ikeda et al.,

2004, 2009; Sato et al., 2004). 일본 열도 북동부에

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Sato and Amano

(1991)와 Sato (1994)는 약 32 Ma 이후부터 현재까

지 발생된 북 혼슈부의 분지 진화와 지각변형 사건을

종합하여 광역적인 응력장의 변천사를 수립하였다. 이

에 따르면, 최후기의 지각변형 단계인 약 2.4 Ma부터

현재까지는 압축변형기로 이때부터 북 혼슈 전반에

걸쳐 남-북 내지 북북동으로 배열된 역단층과 습곡들

이 발달하였으며, 이는 해구에 대해 수직한 동-서 내

지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압축력에 의한 것으로 보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신기 지각변형은 5~3.2 Ma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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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태평양판의 저각 섭입에 의한 광역적인 압축

력을 받은 결과로 해석하였다. 또한 Kato et al.

(2006)은 북 혼슈에서의 반사파 단면 해석, 지진의 분

포, 발진기구해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이 지역 일원에

분포하던 마이오세 지각 열개 구조들이 플라이오세부

터 광역적인 동-서 압축력에 의해 역단층과 습곡으로

재활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한반도 동해 연안의 후포분지에서도 전기 플

라이오세 경부터 남-북 방향의 역단층과 습곡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Yoon and Chough, 1995;

Yoon et al., 2014), 해저시추 미고생물 연구결과 약

3.5 Ma 경부터는 이와 관계되어 대한해협에 난류가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Tada, 1994). 결

론적으로 약 5~3.2 Ma 경 발생한 태평양판의 이동방

향 변화 사건은 동아시아 일원의 지구조 환경에 변화

를 야기하였으며, 이 시기부터 필리핀해판의 북상에

의한 남-북 압축력이 점차 약해지고 태평양판의 저각

섭입과 인도판의 충돌로부터 전파된 응력장이 중첩되

어 만들어진 동-서 내지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압축

력의 영향이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에 따라 태평양판 섭입대 배호 지역과 그 인근에 분

포하는 내륙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압축구조가 발

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사건이 지속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지구조 환경으로 진화한 것으로 판단된

다.

요약과 결론

한반도 일원의 신기 지각변형과 현생 응력장의 발

달 특성을 규명하고 동아시아 일원의 광역적인 현생

지구조 상황과의 관계를 해석하고자 제4기 단층과 발

진기구해에 관한 기존의 자료와 더불어 최근의 지각

천부 시추공 응력측정 자료를 함께 종합하여 재분석

하고 그 결과를 동아시아 일원의 광역적인 현생 응력

분포와 비교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일원의 신기 지각

변형과 현생 응력장을 형성하는데 있어 주원인이 되

는 판 경계들의 주요 특징을 종합하고, 현재와 같은

지구조 상황의 배경이 된 지구조적 사건에 대해 고찰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반도 남동부 일원의 제4기 단층은 대부분 기

존 단층대를 따라 분포하며, 측정된 제4기 단층면의

자세가 인접한 주요 구조선의 방향성과 유사한 특징

을 보인다. 주로 남-북 방향으로 배열되어 동쪽으로

경사진 상반서향의 충상단층의 기하와 운동감각을 보

이며, 대부분 제4기 응력장 하에서 적절히 배향된 기

존 단층대의 재활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단층 지구조 분석법에 의한 고응력장 복원 결과, 지

면에 거의 수직한 최소주응력축(σ
3
)과 동-서 방향의

아수평한 최대주응력축(σ
1
)이 도출되며, 응력비

(R'=2.38; Delvaux et al., 1997)는 순수압축성 응력

환경을 지시한다. 

2) 한반도와 인근 해역의 지진에 대한 발진기구해

분석 자료를 취합한 결과, 북동-남서와 북서-남동의

단층면 또는 단층보조면이 가장 우세하며, 이는 한반

도의 내륙에 분포하는 광역적인 구조선의 방향과 유

사하다. 내륙의 경우 주향이동단층 또는 역이동성 운

동감각을 포함하는 주향이동단층이 우세한 반면, 동

해와 서해 연안의 경우에는 역단층이 우세한 특징을

보인다. 도출된 압축 축은 동북동과 서남서를 향해

수평 내지 아수평한 자세로 군집되며, 인장 축은 북

북서-남남동 주향을 가지는 수직의 대원 상에 배열된

다. 시추공 내 응력측정 자료를 취합한 결과, 한반도

일원의 지각 천부의 최대수평응력 평균 방향은 동북

동-서남서로 배열된 특징을 보인다.

3) 이상의 결과들은 현재 한반도 일원에는 광역적

인 동북동-서남서 내지 동-서 방향의 압축응력이 작

동하고 있음을 지시하며, 이러한 응력장은 태평양판

의 서향 섭입과 인도-유라시아 충돌로부터 발생한 광

역적인 압축력이 한반도 일원에 도달하여 서로 중첩

된 결과로 해석된다. 필리핀해판은 전반적으로 고각

섭입의 양상을 보이고 배호 지역 내에 인장 구조가

형성되는 특징을 보여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약 5~3.2 Ma 경 발생한 태평양판의 이동방향

변화 사건은 동아시아 일원의 지구조 환경의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이 시기부터 필리핀해판의 북상에 의

한 남-북 압축력이 점차 약해지고 태평양판의 저각

섭입과 인도판의 충돌로부터 전파된 응력장이 중첩되

어 만들어진 동-서 내지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압축

력의 영향이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

에 따라 태평양판 섭입대 배호 지역과 그 인근에 분

포하는 내륙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압축구조가 발

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사건이 지속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신기 지구조 환경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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