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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웅용지질학적 활용을 위한 열극해석 연구 

11. 연구 개발 목적 및 중요성 

연구개발 최종목표는 (1) 연구지역의 단층구조분석을 통한 지구조 

사건 및 고응력장 복원， (2) 가음단층계 단층들의 운동양상을 추적함으로 

써 현재 지진대내에서의 재활성 가능성 추적， (3) 최후기 지구조 사건에 

서의 열수활동 양태를 분석하여 지열자원 탐사에 활용 방안 모색， (4) 매 

몰심도를 산출하여 침식율 산출에 기여하는 것이다. 서산-대전-의성-포항 

을 잇는 지역은 한반도의 지진 집중대 중의 하나이다. 의성 소분지 지역에 

발달한 가음단층계 (서북서-동남동 방향으로 십여개 이상의 단층으로 구성) 

는 비교적 최근세에 활동한 단층들로 지구조적인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 

었다. 이 단층계에 평행한 단층대에서 현재 다수의 온천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웅용지질학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단층계의 연구가 긴급하게 

요구되었으며 단층구조분석을 통해 가음단층계에 대한 지구조적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단층구조분석을 통해 지구조 사건 복원， 고응력장 변화의 

추적하였고 각 단층들의 연장 조사 및 지구적인 관점에서의 운동특성， 시기 

등을 종합 해석하였다 연구 지역에서는 압축력 중심으로 일곱 개의 지구조 

사건이 있었으며 여섯 번째 사건 (동서 방향의 압축력， 플리오세)에서 가음 

단층계의 활동이 주로 있었다. 가음단층은 경상누층군중 신동층군의 분포 방 

향이 바뀌는 불연속선으로 이러한 자세변화의 시기는 응력궤적에 의한 작업 

결과 신동층군이 퇴적된 직후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가음단층계의 주 

운동시기인 플리오세에 다시 재활동하였다. 신령단층은 분포 연장선을 조사 

한 결과 백악기 말엽에는 우수향， 플리오세 (여섯번째 지구조 사건)에는 좌 

수향의 운동을 하였으며 일부지역에서 관찰된 바에 의하면 현세 지구조 응 

력장의 영향을 받아 최근에 재활성 (좌수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봉양면 도원리 지점에서는 최후기 두 지구조 사건에 대해 매몰심도를 구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매몰심도 변화 (토양 침식율)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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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지구조 진화에 대한 정보축적을 통해 활성단층 판별， 지구조 사건별 지 

열 특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 

11 1. 연구 개발의 내용 및 범위 

이 연구는 (1) 지 질조사를 대단층의 연장， 분포， 운동특성 조사， (2) 

단층구조분석에 의한 열극발달 상황 분포 지구조적인 분석에 의한 고웅 

력장의 계통확립， 매몰심도 산출， (3) 지하수 자원 평가， (4) 지형조직분 

석을 위한 음영기복도 및 지질자료 전산화 분야둥으로 나누어 추진하였 

다. 분야별 주요 연구 내용 및 범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긴 님r 야 연구 개발의 내용 및 범위 개발 목표 

기반암 
。 암석(지질)분포 。 암층별 물성 확인조사 

。 대 단층의 분포， 운동특성 조사 。대단충조사 

。 열극자료 수집 및 지구조분석 
。지구조 사건 추출 

열극조사 
。단충구조분석 

。단충운동 특성 규명 

。매몰심도 변화 산출 

지하수 。 지하수 유통 및 부존조사 
。열극과 지하수， 지열탐사 

의 관계규명 

전산공정 
。지리정보의 자료 확보 。연구지역 지형분석 

。지질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 전산지질도 작성 

IV. 연구 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 개발 결과 

。

。

열극을 분류하기 위해 단층구조분석에 

및 응력장 복원기법 축적 

가음단층계 단층들의 운동 특성 

- 4-

ul 

* 시기 

의한 지구조사건 

규명 



。 최후기 (현세) 지구조 사건에서 운동한 단층 추출 및 활성 

여부 판별 

。 매몰심도 산출을 통한 이 지역의 토양 침식율 자료 확보 

。 지진대에 속하는 의성 지역에서의 지구조정보 축적 

。 지구조운동과 열수활동의 관계에 대한 정보축적 

l 활훌봐요t 

。 지진재해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현세 활성단층을 선별하여 이들의 현재 활동성 조사에 갖 

초정보 제공 

。 매몰심도 산출을 통해 토양침식율에 대한 정보 제공 

。 지하수 및 지열 탐사에 기초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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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blem of geological hazards (earthquakes) and water or 

therma1 resources urges us to understand the regional tectonic setting 

or recent tectonics. The Uisong Subbasin is located in one of the 

seismicity zones in Korea. Because the reactivity of the Gaeum Fault 

System is an important problem focussing on these fa비ts ， we studied 

their whole extension and timing of faulting in terms of tectonics. 

Fa띠t tectonic analysis is so effective as to easi1y reconstruct 

the tectonic sequence and each stress state at each site, eventually in 

a region. One can get insights for faulting timing in terms of the 

restored tectonic sequence, and discriminating the active faults or the 

fa비ts active in the last (present) tectonics. Exarnining the fi11ing 

materials in tension gashes, one can get raw knowledge regarding the 

thermal states at each site. 

For this study, we first analyzed the topographic textures 

Oineament, drainage and circ비ar structures) on the relief map 

produced based on the topographic maps of 1:100,000 scale. Through 

investigations of suscptible area along the fa비ts ， their existence 없1d 

movement modes were studied, and we can get information about 

movement history and whole extension of the faults belonging to the 

WNW-ESE trending Gaeum Fault System. 

In order to reconstruct the tectonic sequence, we measured 

fault slip data, tension gashes and dikes , from which fault populations 

were c1assified and stress (and thermaD states were determined. 

Seven compressional tectonic events and six extensional event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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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structed. Because coaxial events partially coexisted, we bundled 

these events in one, finally we get seven tectonic events. In the 

second (T _2) and the sixth (T _6) tectonic events, most faults were 

dominantly formed, and the dominant movement of the Gaeum Fault 

System (Gaeum, Geumcheon, Uisong , Kunwi, Pa1gongsan, Hwangh와r 

san, Jarak and Dowon faults , etc,) occurred in Event T _6. 

According to the examination of the stress trajectoies, the 

geometric discordance of bedding planes around the Gaeum Fault 

occurred in the first event (T _1) during the sedimentation period of 

the Hsandong and Jinju formations . 

As for the Sinryeong Fault, it had a dextral movement in terms 

of fault drag (maybe in Event T _3), and then sinistra1 motion in 

Event T _6. In a exposure, a mass with vegitation is diplaced, which 

implies that this fault is even now active. 

According to the analyses of fault drags, the Andong Fault 

seems to have had a reverse motion in the NW -SE compression 

(Event T _3) not in N -S compression (T _2). Geochronogical stuides 

for the gabbro deformed by this fault and the quartz porphyry 

intruding the Imbongsan Fault belonging to this group will constrain 

the timing of the reverse faulting. 

It was possible to determine burial depths at the Dowon-ri site; 

the site was situated in the depth of 3.3 km in the Pliocene and 2.0 

km in Pleistocene. Determining the types of minerals filling the 

tension gashes, we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investigation of 

geothermal resources with less efforts. 

- 7 -



목 차 

제 1 장 서 론 ......................... .. ............... ................................ ....................... ........ .... 13 

1-1. 연구 개요 .. .... ... .................................................... .... .... .......... ..... ..... ... .. 13 

1-2. 연구 목표 ........ ... ... .. ........... ..... ... ................................. ........................... 17 

제 2 장 연구지역의 지질특성 및 지형조직분석 ....................................... 19 

2-1. 지질 .................. ...................................................................................... 19 

2-2. 지질각론 .... .. ........... .. ..................... .... .... ... ................................... ... ...... . 26 

2-3. 주요 지역의 지질구조 및 단층 인지 ................................................ 41 

2-4. 지형조직 분석 ....................................................................................... 51 

제 3 장 단충구조분석에 의한 열극특성 및 지구조 응력장 추이 

. 65 

3-1. 연구 방법 .... ........... .................................................. .............................. 65 

3-2. 주요측정지점의 지구조 계통 .............................................................. 68 

3-3. 지구조 계통 및 시대별 웅력장 추이 ................................................ 81 

3-4. 지구조 계통에 의한 경동시기 추정 .................................................. 97 

3-5. 도원리 지점의 매몰심도 변화 ............................. ............................ . 102 

제 4 장 가음단충계 및 이 지역에 발달한 단층의 운동특성 

111 

4-1. 백악기 말엽의 주향이동단충 ............................................................ 111 

4-2. 안동단층계 ........................................................................................... 112 

4-3. 가음단충계 ...... ....... ... ........ .. ....... ............................. .. ..................... .. ... 117 

q 
ι
 



제 5 장 지하수 부존 특성 .................................................................................. 130 

5-1. 대수충 탐색 ............................................................................................. 132 

5-2. 대수충 평가 …… .................................................................................. 136 

5-3. 추적 자 시 험 ........................................................................................ 137 

5-4. 모댈선택과 및 매개 변수 추정 ......................................................... 140 

5-5. 현장조사결과 ....................................................................................... 141 

5-6. 토의 및 결론 ........................................................................................ 156 

제 6 장 열극해석결과의 응용지질학적활용을 위한 방안 ................... 157 

6-1. 매몰심도 변화와 침식율 산출 ........................................................... 157 

6-2. 지진대내에서 가음단충계 의 재활동 가능성 ..................................... 159 

6-3. 열수활동 및 온도 추이 .......................................................................... 164 

제 7 장 결 론 ... . ‘.............................................................................................. 166 

참고문헌 ................. ..................................................................................................... 168 

- 10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퍼 3 

1-1. Outline of Projec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1-2. Objects to be studi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Chapter 2. Geological Charateristics and Analysis of 

9 Topographic Textur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퍼 

2-1. Outline of litholog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2-2. Litho이log밍lca려1 detail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2ε-3. Structural aspects found in some a하res and 버de앉ntπt디if社ica때tlOr아m n 1 

of fault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2-4. Analysis of topographic t않ex있tu따re얹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되 1 

Chapter 3. Fracture Analysis and Evolution of Tectonic 

stress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 

3-1. Method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 5 

3-2. Tectonic sequence at important sit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 

3-응3. Reconstruction of tectonic se택quence and evolution of 

stress field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 

3-4. Tilting timin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 

3-5. Burial depth change at the Dowo아n-ri site .. …… .. … ... …….“…….“…….“…….“…….“…….“…….“…….“…….“…… .. …… .. …… .. …… .. …….“….“ • ••••• …….“…….“…….“….“ •••• …….“…….“…….“….“. 102 

Chapter 4. Kinematics of the Gaeum Fault System and 

Other Faults ................................................................................. 111 

- 11 -



4- l. Late Cretaceous strike-slip faults .................................................. 111 

4-2. Andong Fault System ......................................................................... 112 

4-3. Gaeum Fault System ........................................................................... 117 

Chapter 5. Groundwater Characteristic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0 0 

2 5- l. Prospecting of aquif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잃 

5-2. Eva1uation of aquif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6 

5-3. Tracer tes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퍼37 

5-4. Model selection and medium variable estimation .“…….“….“.“…… •• ….“ ••• “…….“…….“…… •• …… •• …… •• …….“…….“….“ •••• ….. 14때 0 

5-5. Resu따lπt언s 0아f measurement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1 

5-6. Discussion and conclus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6 

Chapter 6. Engineering Geological Utilization of Fracture 

Anaysis Results ........................................................................... 157 

6-1. Burial depth change and erosion rate ......... ........ ..... .......... .......... 157 

6-2. Reactivity problem of the Gaeum Fault System ......................... 159 

6-3. Thermal activity and thermal changes ............................................. 164 

Chapter 7. Conclusion ................................................................................... 166 

Referenc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8 

12 



제 1 장 서 론 

1-1. 연구 개요 

과학발전이 다변화되면서 각종분야는 종합화될 때만이 현실주의적 

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각 분야의 연구 

방식 또한 달라져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실주의적인 수요에 부웅하기 

위해 열극 (단층， 절리 동 불연속면) 연구를 통해 웅용지질학적인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축적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이 연구 

는 지반안정성， 지하수 또는 지열 탐사에 활용될 수 있는 열극해석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할애된다. 원자력발전소 부지 둥 지반안정성이 확보되 

어야 하는 분야에서는 지진특성 활성단층 존재여부 동을 확인하는 작업 

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간 지질학 분야， 지진학 분야， 해양물리탐사 동의 

연구 결과가 중접적으로 활용되었으나 지구조학， 지형학， 지각구조 연구 

둥 여러 분야의 연구 결과를 보태어 종합화되어야 전반적인 지구조운동 

상황을 평가할수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룰 ‘가음단층계’는 현재 지진대 및 지열탐사에 중요 

한 구조선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림 1- 1.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서북서 방 

향의 지진대가 한반도 남부지역에 형성되어 있다 이동영 외 (1995)에서는 

지진 진앙의 분포 특성을 ’L’자형 대에 지진이 집중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일본 열도의 지진을 감안하더라도 가음단층계가 분포한 지역위에 

이 지진대가 분포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러한 정황은 이 지진대에 평 

행하게 발달하는 가음단층계의 활동성 여부도 매우 큰 관심의 대상이 된 

다. 특히 1994년 12월에서 1996년 12월 사이 지진발생 상황은 가음단층계 

를 따라 지진이 집중됨이 밝혀졌다 (이동영 외， 1996; 그립 1-1.2) . 

아울러 가음단층계에 평행한 단층에 연하여 현재 개발된 온천이 집 

중되는데 (예를 들면 수안보 부곡 온천 등;그림 1-1.3) 이러한 가음단층 

계의 특성은 현실주의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열극의 지구조적인 

특성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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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음단층계’는 의성소분지 및 그 인접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가음단 

층계에 대한 연구는 지질도폭 조사를 통해 존재가 확인되었다 (장기홍 

외， 1977; 원종관 외， 1980; 장기홍 외， 1981). 이 단층계에서 기존에 기재 

된 단층으로는 가음단층 (장기홍 외， 1977; 원종관 외 (198이에서는 ‘수기 

령 단층’이라고도 함)， 금천단층 (장기홍외， 1977, 1981), 우보단층 (장기홍 

외， 1981; 정창희 외， 1984) , 신령단층 (원종관 외， 1980; 정창희 외， 1980; 

Kang and Hoshino (1984)에서는 화산동 단층으로도 부름) 퉁이 조사되 

었다. 반면 이들 각 단층의 연장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운동 특성， 운동 

시기를 연구하는데 소홀히 해왔다고 본다. 

미진한 이 단층계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기 위해 (1) 지형분석， (2) 
단층의 연장부 확인， (3) 운동 특성 규명， (4) 지구조 사건 복원 및 단층 

운동의 연관성 추적， (5) 지구조 사건별， 지점별 열수활동 증거 및 온도추 

정 동의 작업을 수행한다. 

지형 분석은 선구조 또는 원형구조 등의 지형조직 ( topographic 

textures)을 분석 을 통해 단층의 존재 확인 및 운동 특성 에 대 한 1차적 인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야외에서 단층의 연장성 조사， 운동특 

성 에 대 한 지 시 요소 분석 , 단층구조분석 (fault tectonic analysis)을 통해 

지구조 사건을 복원하였으며 열수활동 증거자료를 수집하였다. 

목표 1-2. 연구 

는
 

하
 

포
 

부
 
} 북서부)에 의성소분지 (경상분지 느

 
」표

 
모
 
「종

 
최
 

연구의 이 

활 단층의 이들 놓여있는 운동특성을 규명하여 지진대에 가음단층계의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지열자원 및 지하수 탐사에 활용할 수 있는 열극자료 

제공하는데 

확보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하여 지반안정성 동성여부에 

관심사가되 초미의 현재 열극해석기법은 있다 해석결과를 

운동한 최근세에 축적에도 기여할 것이며 조사기법 활성단층 。1 느二 
M '-고 

단층을 선별함으로써 지열자원 탐사에 가능한 기법을 축적할수 있게 될 

요약된다.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개발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이 

n 



연구개발 목표 

。 열극해석 기법 축적 

。 가음단층계의 분포， 운동특성 

규명 

。 지구조사건 추출 및 한반도 

지구조 계통의 체계화 

。 광역 지구조 웅력장 분석 

。 지구조 사건별 열수활동 추 

적 

。 지형조직 분석자료의 활용 

。 지 진대내의 가음단층계 운동 

여부 파악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취성구조분석으로 고웅력장 및 지구 

조사건 복원 

。 단층끌림 분석으로 단층의 이동벡터 

계산 

。 Mohr circle 산출 및 매몰심도 계산 

• 침식율 산출 

。웅력궤적 도시로 단층작용에 의한 웅 

력변이 여부 도출 

。열극충진물질 추적으로 열수활동사 

복원 

。지진대내에서의 활성단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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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지역의 지질특성 및 지형 

^^I 브서 -‘- -, L!..-' 

2-1. 지질 개요 

연구지 역은 경상분지 북부 (팔공산 단층선 이북)의 의성 소분지 및 주변 

지역에 해당하며 선캠브리아기의 편마암류와 쥬라기의 화강암류로 구성된 

선백악기 기반암과 이를 덮는 백악기 경상누층군으로 구성된다 (표 2-1.1). 

표 2-1.1. 지 질 계 통표. 

제사기 [ 충 적 층 

---부정합---

화강암/반려 암/섬 록암/석 영 1 
|불국사화강암 

반암/화강반암/암맥류 | 

--- 관 입 ---

화산암류 및 웅회암류 

--- 분 출 ---

신양동층/화산층 

Cenomanian 
춘산층/도계동층/반야월층 

백악기 -
층
 

산
 랴3

 
층
 

까
 
층
 
치
 

층
 

。

동
 
화
 
산
 

안
 
송
 
동
 
련
 

햄
 펌 廳續

사
 
점
 
후
 
일
 

「
l
L

m 

m 
뻐
 때
 ---정 합--

l 진주총 
Barremian I 하산동층 

Hauterivian 낙동층 

쥬라기 [ 

선캠브리아기 [ 

---부정합--

청송화강암 

--- 관 입 ---

변성퇴 적 암류 및 편마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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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연구지역의 지질 . : 1.백악기 말엽 불국사 화강암류 (반려암， 섬록암 포합) . 2-3. 유천충군 2. 산성화산암류. 3. 중성 또는 염기성 화 

산암류. 4-9. 압트기-알비기 하양충군. 4. 신양동충/화산충. 5. 춘산충/도계동층/반야월충. 6. 사곡충/함안충/청량산충.7. 점곡충/가송동충. 8. 후평동 

충/동화치충. 9. 일직충/울련산충. 10-12. 신동층군. 10. 바렘기 진주충 (일명 동명충) . 11 . 바렘기 하산동층. 12. 오트리브기 낙동충 (일명 연화동충). 

m 

μ
 

128 0451 128 0301 



기반암은 선백악기 화강암류 (화강펀마암， 변형 화강암， 쥬라기 청송화강 

암)， 변성퇴적암류로 구성되며， 지역의 서부에서는 낙동층이 이들올 기반으로 

하여 퇴적되었다. 

연구지역의 경상누층군은 장기홍 (975)의 분류에 따라 신동층군과 하양 

층군， 유천층군으로 삼대분된다. 신동층군， 하양층군， 유천층군 동의 셰일， 사 

암， 역암， 이암， 석회암 등 육성 쇄설성 퇴적물로 구성된다 (Chang , 1975; 

Choi, 1986). 서부 지역에서 하양층군은 선캠브리아기 편마암류를 부정합으로 

피복하였고 유천층군에는 소규모 부정합이 존재한다. 지층들은 역전 되지않 

고 정상위 (Wayupness)로서 거의 단사 구조에 가깝다. 총리면의 방향은 남 

북 내지 북서 주향과 동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신동층군은 비저색 낙동층 0 ,900 m ), 저색 하산동층 (1 ,500 m )과 비 

저색 진주층 (700 m)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암상 및 퇴적학적 특성들들은 팔 

공산 이남의 신동층군의 그것들과 거의 일치한다. 연구지역의 신동층군은 팔 

공산 이남의 신동층군과 거의 일치하고 분포상으로도 잘 연결되는 반면， 그 

상위의 지층들은 암상， 지질경계의 층서 둥에서 팔공산 이남의 하양층군과 

상이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일직층 이상의 지층들은 크게 보아 하양층군 

에 대비되나， 층단위로의 세분에 있어서는 팔공산 이남의 하양층군과 일치되 

지 않고， 상세한 시간층서적 대비는 어렵다. 

닥동층은 만경산층원과 금당리층원으로 구분된다. 만경산층원은 하부의 

탄질 셰일을 협재하는 조립사암과 중 · 상부의 역암 및 역질 사암으로 구성 

된다. 이 역암， 역질 사암 층간에는 사암， 미사암 및 이암의 박층들이 드물게 

협재된다. 금당리층원은 수 m 두께의 사암과 암회색 내지 흑색 이암 및 흑 

색셰일로 구성된다. 

하산동층은 금당리층원의 그것과 유사한 사암들과 저색 이암으로 구성 

된다. 이암내에는 공기중 노출을 지시하는 석회질 단구와 퇴적구조들이 잘 

발달한다. 수평층리 또는 사층리가 잘 발달된 역암， 역질 사암도 협재된다. 

m 

ω
 



진주층은 여러 가지 형태의 사층리와 수평층리가 잘 발달된 수 m 두께 

의 사암들과 암회색 내지 흑색 셰일 및 이암의 호층으로 이루어진다. 점곡층 

도 암회색 이암과 셰일을 주로 하나 사암이 거의 협재되지 않는 점에서 진 

주층과 뚜렷이 구별된다. 점곡층내에는 회색 내지 담회색 의 웅회암 박층들 

과 녹회색 응회질 사암이 협재되는 것이 특징이다 . 

. 하양층군은 하부로부터 일직층 (750 m). 후평동층 (400 m). 점콕층 (950 

m) 및 사곡층 (700 m) 춘산층， 신양동층으로 구성된다. 일직층과 후평동층이 

거의 저색 층으로 구성된 반면 점곡층은 암회색 내지 흑색 층들로 이루어 

지고， 사곡층은 저색 층과 암회색 내지 암록회색 퇴적물의 교호로 특정지워 

진다. 이러한 층서는 신라역암층의 부재， 퇴적환경의 순서， 지층의 총 두께 

및 화산원 퇴적물 협재 등에서 팔공산 이남의 하양층군 층서와 상이 한 차 

이를 보인다. 

하양층군은 점곡향사 (그림 2-3.2 참조)를 중심으로 동서에 반복 분포되 

나， 신동층군은 천지도폭 일대에 나타난 기반암 (쥬라기 청송화강암， 선캠브 

리아기 편마암)위에 노출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이 기반암 서쪽 

신동층군 분포지역이 장기홍 (975)에서 주창된 낙동곡분 G업gdong 

Trough)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은 천지도 

폭 지 역 의 기 반암이 Horst였음과 낙동독분이 Graben (또는 semi-graben)이 

었음을 짐작케 한다. 

일직층과 후평동층은 저색 이암， 미사암과 사암으로 구성된다. 저색 이 

암중에는 하산동층 이암에서와 같이 석회질 단구와 건열 둥 기중노출구조들 

이 발달한다. 사곡층도 유사한 암석구성을 보이나 사암의 협재가 드문 것이 

특정이다. 

경상누층군의 퇴적환경은 신동층군 퇴적기간중에는 충적선상지， 충적평 

야 및 호소환경이， 하양층군 퇴적환경중에는 충적평야 및 호소환경에 의해 

지배되었다. 또한 전기한 퇴적환경의 시간적 변화는 평면적으로도 일어 났었 

던 것으로 해석 된다 (최 현일 외.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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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경상누층군의 퇴적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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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절 각론 

2-2.1. 기반암류 

기반암류는 선캠브리아기 화강편마암과 이를 관입한 쥬라기 또는 그전 

의 화강암류로 구성된다 (황재하 외， 1996 참조) . 흑운모화강암은 상주 남방 

7 km로부터 북북동-남남서방향으로 20 km까지， 즉 선산-김천간에 대상으로 

분포된다. 본 암은 조립질로， 석영， 정장석， 사장석 및 흑운모로 구성되며， 수 

mm 크기의 장석반정들이 발달되기도 한다. 이러한 암석구성은 안동단층 이 

북에서도 동쪽으로 하회까지 단속된다. 반면 하회 이동의 퇴적기반은 주로 

청송화강암 (쥬라기)으로 구성되고 안동단층에 연하여서만 편마암류가 분포 

된다 (황재하 외， 1996, 250,000 안동도폭 참조) . 편마암류는 화강암질 편마 

암， 호상편마암과 각섬석질 암으로 구성된다. 

풍천면 하회리 이동지역의 편마암류중에는 렌즈상의 결정질 석회암이 

협재한다. 이 석회암은 흑운모 호상 편마암 및 각섬암과 성인적으로 밀접하 

게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2-2.2. 낙동층 

낙동층은 상주-낙동을 잇는 선에서 선백악기 화강암류 기반암위에 부정 

합으로 놓이며， 가음단층 북측에서는 N45W 내외， 가음단층 남측에서는 N-S 

주향을 보이며 약 9 km의 수평 폭으로 길게 분포한다. 이 층은 서북쪽에서 

도 안동단층을 경계로 편마암류와 접한다. 

층의 상한은 최초의 저색 미사암 또는 이암 (하산동층 기저)의 직하부이 

며， 지역에 따라 암회색 내지 흑색 이암 또는 미사암이거나， 담회색 사암 또 

는 역질 사암이다. 낙동층은 암석구성 퇴적상 및 수직층서에 의해 하부의 

만경산층원과 상부의 금당리층원으로 이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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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산층원은 두께가 900 m 내외이며， 주로 역암과 역질 사암으로 구성 

된다. 역암 및 역질 사암내에는 드물게 사암과 암회색 이암을 협재한다. 층 

원의 최하부 150 내지 200 m는 (특히 상주군 낙동면 모산일대) 수 cm 내지 

수십 cm 두께의 조립질 사암층들과 흑색 탄질 셰일로 구성된다. 개개 사암 

층들은 거의 둥립질로서 층리가 거의 발달되지 않고， 일견 화강암에 유사한 

광물조성과 조직을 보이므로 granite wash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사암층들은 

상 · 하부면이 평탄하지 않고， 두께가 팽축하거나 소멸한다. 수직층서상에서 

각층들은 연속되거나 박층의 불규칙한 모양의 암회색 내지 흑색 탄질 셰일 

과 교호된다. 

역암， 역질 사암은 수십 cm 내지 2 m두께의 퇴적단위층 (sedimentary 

unit)으로 구성되며， 각 단위층은 거의 크래스트 우세 (c!ast-supported) 조직 

(역암의 경우)을 보이거나 기질 우세 (matrix-supported) 조직 (역질 사암의 

대부분)을 갖는다. 저각도 사층리와 거의 평행한 총리가 대부분이나， 드물게 

는 곡상 사층리도 발달된다. 낙동 나루 북동방 1.5 km의 송실마을 도로변에 

서는 inverse/ normal grading이 관찰되며， 직경 15cm까지의 역들이 층 (두께 

1.2 m)의 중부에만 집중되어 있다. 역들은 연마도가 높으며 전형적인 기질 

우세조직을 보인다. 반면 층의 상 · 하부는 조립질 사암으로 미약한 수평층리 

를 보인다. 

만경산층원의 역들은 모두가 높은 연마도를 가지며， 직경 1 내지 4 cm 

가 가장 흔하나 드물게는 15 cm에 이르는 것들도 있다. 대부분의 역들은 구 

형 에 가까우므로 preferred orientation을 보 이 지 않으나， 간혹 판상에 가까운 

역들， 특히 셰일판들은 그러한 조직 (fabric)을 보인다. 대부분의 역들은 회색 

내지 담회색 규암이나， 흑색 천매암， 규장암 및 흑색 변성사암역들도 많이 

포함된다. 흑색 변질 사암은 상부로 갈수록 함유비가 낮아진다. 화강암질 편 

마암은 큰 자갈 (cobble)들 중에서는 흔한 반면 잔자갈 (pebble)들 중에는 드 

물다. 

역암과 역질 사암의 기질은 대개 분급이 불량한 중립 내지 조립사암이 

며， 부분에 따라서는 연숙성이 불량한 렌즈상 또는 판상 조립사암들이 협재 

긴
 



된다. 이들은 평행층리 또는 사층리를 보이는 것이 특정이다. 비교적 연속성 

이 좋은 수10 cm 내지 1 m 두께의 사암층들도 협재되나， 역의 함량으로 보 

아 역질 사암과 전이적 관계를 갖는다. 암회색 이암의 두께와 산출정도는 층 

원의 상부로 갈수록 증가된다. 만경산층원은 비교적 두꺼운 판상 사암층과 

암회색 내지 흑색 이암 및 셰일의 호층인 금당리층원으로 전이한다. 양층원 

의 경계는 낙동-안계간의 송상마을과 주산동사이에 해당된다. 

금당리층원은 만경산층원에 비해 이암 및 셰일이 우세한 것이 특정이다. 

사암들은 1 내지 3m 두께로서， 수평 또는 저각의 층리를 보이는 중립-조립 

퇴적단위층들로 구성된다. 각 퇴적단위층들은 또한 퇴적물입도， 역의 함유에 

서도 차이를 갖는다. 특히 사암층의 최하부에는 흔히 역과 인트라크라스트 

Ontraclast)들이 집중된 수 cm-20 cm의 역질 사암 단위층이 발달된다. 이 

단위층들은 하위의 흑색 이암 또는 셰일위에 수10 cm의 기복을 갖는 침강면 

을 경계로 놓인다. 크게 보아 이 사암층들은 상향세립조직을 보이며， 비안과 

쌍계동 사이의 도로변에 잘 노출되어 있다. 

상향세립 판상 사암들 외에 만경산층원의 역암 및 역질 사암들의 특징 

을 갖는 역암과 역질 사암들도 협재된다. 이들은 특히 비안 동쪽 가야머리에 

서 잘 관찰된다.5 m이상까지의 두께를 갖는 흑색 셰일은 현저한 박리현상 

을 보이며， 부분적으로는 탄질 셰일에 가깝다. 구체적으로는 엽리가 잘 발달 

된 미사암으로 분류될 수도 있으며 이들은 1-3 mm의 미사암 레이어 

(Iayer)와 흑색 i尼體 (mud drape)의 연속이다. ì尼體面에서는 탄화 목질물과 

백운모편들이 흔하다. 이 흑색 이질암은 황색으로 풍화되기도 한다. 

2-2.3. 하산동층 

하산동층은 저색 이암， 미사암， 조립질 사암으로 주로 구성되어 상 · 하 

위의 지층들과 뚜렷이 구분되나 정합적 관계를 보인다. 두께는 1,600 m (김 

영기 외， 1977)로 측정되었으나， 비안에서 900 m, 안계에서 1,300 m로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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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갈수록 현저히 두꺼워진다. 지층의 일반적인 주향과 경사는 45W 내지 

35W, 5 내지 12NE이나， 주향은 안동단층에 연하여는 보다 서향하여서 단층 

방향에 가까워진다. 이 층의 상 · 하한은 각각 최상위와 최하위 저색 층이다. 

하산동층의 주요 구성암석은 역암， 역질 사암， 사암 및 저색 이암 (부분 

적으로 미사암에 해당)이며 이들은 역암 및 사암과 이암 및 미사암으로 나 

누어 설명할 수 있다. 두께상에서 이 2개 암류들은 교호되나， 역암층들이 연 

속되거나 이암 및 미사암이 대단히 두꺼운 경우 (수 m)도 있다. 

역암층들은 퇴적구조 동에 따라 두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대부분의 역 

암층들은 수평층리를 가지며， 역들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역들로만 구성된 

퇴적면들이 발달되었다. 이 층들은 상 · 하면이 평행한 판상체들로 측방연결 

성이 좋으며 부분적으로는 괴상으로 보인다. 두께는 1-2m가 우세하나， 10m 

이상의 것도 있다. 이러한 사암층들은 안계 내지 비안간의 하산동층 최하부 

에 잘 발달된다. 그 외에 드물게는 곡상 사층리를 보이는 역암 및 역질 사 

암 퇴적단위층들도 발달된다. 이들은 수직두께상에서 수개씩 연속된다. 만경 

산층원의 역암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역들은 층리에 관계없이 높은 연마 

도를 가지며， 낙동층의 역들과 유사한 암종들로 구성된다. 

사암층들은 1 내지 4m 두께로， 중립 내지 조립질 사암으로 구성되며， 수 

lOcm두께의 단위층들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단위층들은 수평층리를 보이나 

드물게는 사층리가 발달되기도 한다. 이들내에는 외래역 (exotic pebble)들과 

인트라크라스트들이 층리에 평행하게 배열되기도 한다. 최하부 단위층에 역 

들이 집중되므로서 상향세립현상을 나타낸다. 

전기한 층들과 교호하는 이암과 미사암은 수십 내지 수m 두께로 대부분 

이 저색을 띠나， 드물게는 회색 내지 암회색 층준도 있다. 저색 이암은 괴상 

이며 석회질 단구와 석회질 층준이 발달한다. 

2-2 .4. 진주층 

진주층은 저색층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점에서 상 · 하위 지층들과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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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별된다. 그러나 북부로 갈수록， 즉 안동단층에 가까워질수록 저색 이암 

이 빈번히 협재하는데 이는 퇴적상의 측방변화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최현일 외， 1982). 

진주층은 크게 보아 흑색 셰일과 회색 사암의 호층이다. 대개의 사암층 

들은 2 내지 3 m 두께로서， 측방연결성이 좋은 중립 내지 조립사암의 판상 

체들이며 각 사암층들은 몇 개 퇴적단위층들로 구성된다. 이 단위층들은 수 

평층리 또는 사층리를 보이며， 전자는 비교적 평탄한 상 • 하면을 가지므로 

판상에 가깝다. 드물게 외래역들과 인트라크라스트들이 포함되며， 층리에 따 

라서는 집중되기도 한다. 최하부 단위층중에는 역들이 집중되고 괴상인 것도 

있다. 

이 기저단위층들은 흑색 셰일 또는 이암 위에 기복을 갖는 침강면을 경 

계로 접한다. 전기한 단위층들의 배열은 대체로 상향세립현상을 나타낸다. 

박곡동 동쪽 1.8 km의 시농에서는 전형적 흑색 셰일중에 1.5m두께의 수평엽 

리가 잘 발달된 중립질 사암층이 협재된다. 이 사암은 높은 분급도와 단면상 

에서 균일한 입도분포를 보이는 점으로 보아 전기한 사암층들과 구별된다. 

이 사암층의 수m 상 · 하위에는 상향세립 사암층들이 협재된다. 

진주층의 외래역들은 규암， 화강암질 편마암， 화강암， 맥석영 및 드물게 

는 펀마암류이며 ， 인트라크라스트들은 저색 또는 녹회색 이암이다. 흑색 셰 

일은 주로 현저한 박리현상올 보이지만 거의 괴상의 이암에 해당되는 부분 

도 있다. 셰일 중에는 엽리가 잘 발달된 이회암 층준들이 협재되며， 특히 도 

리원 북방 1.5 km의 도로변에서 잘 관찰된다. 흑색 셰일중에서는 주상 등 여 

러 가지 모양과 크기의 스트로마토라이트 (Stromatolite)들이 산출되며， 수cm 

직경의 Oncolite들도 포함된다. 이들은 형태에 관계없이 뚜렷한 내부 성장구 

조를 갖는다. 

썰트질 이암중에는 연흔 또는 건열이 발달된 퇴적면들도 있다. 진주층은 

거의 전 주상을 통하여， 암회색 내지 흑색 셰일 및 이암과 판상 사암체들의 

호층이나， 상부로 갈수록 사암이 점차 우세해져서 일직층 최하부는 거의 사 

암층들만의 연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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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일직층 

일직층은 도리원-의성간 국도변을 따라 문흥동과 분토교사이에 잘 노출 

되어 있으며， 대체로 북쪽으로 연장되나， 일직면 어담동과 원호동을 잇는 선 

이북에서는 주향이 N30W 내지 N45W로 서향하여 안동단층까지 분포된다. 

이 층은 분토동에서 4 km, 평팔동 내지 광연동에서 7 km, 어담동-광음동에 

서 10km로 점차 넓어지는 대상지역에 분포된다. 

일직층의 최하한은 진주층의 흑색 셰일 또는 이암 상위에 놓이는 최초 

의 저색 이암 또는 미사암이다. 층의 상한은 후평동층의 최하부， 즉 구미동 

층원의 직하이다. 그러나， 구미동층원은 고수류방향에 직각인 단변에서 렌즈 

상인 몇 개의 역암층들과 저색 이암의 호층대이므로， 지역에 따라 최하위 역 

암의 층서상 위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역암이 전혀 협재되지 않기도 한다 

(후평동층 참조) . 따라서 일직층과 후평동층의 경계는 다소 넓은 의미로 정 

의되는 구미동층원의 하한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층의 두께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나， 대체로 북쪽으로 갈수록 두꺼 

워지며 어담동 원호동 이북에서는 다시 앓아진다. 이 현상은 주향에 거의 평 

행한 소규모 단층들과 완만한 습곡구조들에 기인된 것으로 해석된다. 두께는 

의성도폭에서 약 750m로 기재된 바 있다 (김봉균 외， 1977). 일직층은 진주 

층 위에 정합적으로 놓이며， 후평동층과도 정합적 관계이다. 

구미동역암은 소규모 하천퇴적물로 기저역암으로 해석될 수 없다. 도리 

원과 의성사이의 일직층은 주로 저색 이암 및 미사암과 수10cm 두께의 세립 

내지 중립질 사암층들로 구성되나 최상부에는 수m 두께의 사암층들도 협재 

된다. 저색 이암은 박층의 사암 및 미사암을 협재하나， 수10m씩 퇴적되었다. 

이암내에는 건열이 발달된 퇴적변들이 흔하다. 이 면들은 암저색 이암으로 

피복되었으며， 단면상에서 수mm 내지 수cm마다 반복된다. 이러한 층준들에 

는 엽리가 잘 발달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층준들은 괴상이며， 이는 생물체의 

작용 (Bioturbation )과 속성 작용에 의 해 엽 리 가 파괴 되 었 기 때 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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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층준에 석회질 단구 (fossil caliche) 9} 석회질 판상체가 발달 

된다. 단구들은 직경 1 내지 5cm의 것들이 대부분이며， 판상체들은 수cm 내 

지 10츠의 두께를 갖는다. 미사암은 수lOcm 두께로 수평엽리를 보이며 운모 

편들을 다량 함유한다. 이 미사암은 상 · 하위의 이암들과 조직상 전이적인 

경우가 많다. 세립 내지 중립질 사암층들은 10수cm 내지 30cm 두께로서 담 

회색 내지 녹회색을 띤다. 이들은 거의 구조가 없는 것처럼 보이며， 기복이 

섬한 침강면으로 하위의 이암과 접하나 윗면은 평탄하다. 

일직층의 하부와 상부에 협재되는 중립 내지 조립질 사암층들은 3 내지 

6m의 두께 를 갖는다. 하부의 사암층들은 주로 평 탄층리 (f1at bedcling) 또는 

저각도 사층리 (Jow-angle cross-bedcling)를 보이는 퇴적단위층들로 이루어 

진다. 이 단위층들 내에는 왕모래 (granule), 연마도가 높은 외래 자갈 및 각 

상 저색 이암펀들이 층리를 이루기도 한다. 이 사암층들은 수직적인 입도변 

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에 반해 층의 최상부， 즉 구미동층원 최하위에 발달된 수 매의 사암층 

은 괴상， 판상 또는 곡상사층리를 보이는 퇴적 단위층들로 구성된다. 이 단 

위층들은 대부분이 저색 이암편들을 다량으로 함유하는 조립사암이며， 개중 

에는 셰일펀 역암 (shale-pebble conglomerate)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다. 이 

들은 흔히 수m 내외에서 소멸된다. 

퇴적단위층들은 표면은 대개 상위의 단위층들에 의해 침식되었으나， 드 

물게는 퇴적면， 특히 베드폼 (Bedform)이 보존되었다. 이 면들은 저색 이막 

으로 피복되었으며 불규칙한 형태를 보이나， 20cm의 파고를 갖고 단면상에 

서 頂部가 만곡된 대칭파 베드폼들로 된 경우도 있다. 동 베드폼들은 약 1m 

간격으로 배열되었다. 이들의 내부구조는 뚜렷치 않으나 스탠딩윤 (standing 

dune)으로 해석된다. 

일직층의 중부에서 100m 내지 150m 두께의 흑색 셰일대가 보고되었다. 

이 셰일대는 이회암층 (두께 20 cm 미만)의 협재하나 두꺼운 사암층이 거의 

협재되지 않는 점에서 진주층과 구별된다. 

천지동화강암체 (청송화강암)의 주변부의 일직층은 ‘백자동층’으로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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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는데 이 층은 점곡향사 (그림 2-3.2를 볼 것)에 의해 반복 분포된 일 

직층으로 밝혀졌다 (장기홍 외 1978; 장기홍 1978). 천지도폭에서 조사된 바 

에 의하면 두께는 700m이며， 하부로부터 기저역암대 (300m) , 함력대 (250m) 

및 세립암대 050m)로 구성된다. 천지동 일대의 일직층은 크게 보아 양향세 

립현상을 나타내고 조립퇴적물이 우세한 점에서 향사축 이서의 일직층과 구 

별된다. 저색 이암은 하부와 중부에서 극히 드물게 협재되며， 상부에서는 다 

소 증가된다. 

이러한 현상에 기초하여 천지동 기반암체위에 일직층이 부정합으로 퇴 

적되고， 퇴적물은 이 블록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장기홍 외， 

1978), 

2-2.6. 후평동층 /동화치층 

후평동층은 의성읍을 지나는 거의 남북방향의 대상지 역 (폭 4km)에 분 

포하며 영양소분지의 동화치층이 이에 대비된다 (황재하 외， 1996). 남후면 

광음동 이북에서는 서향하여 안동단층의방향 (N30W 내지 N45W)과 거의 평 

행하게 된다. 주향은 의성에서 N lOE , 관음동에서 NS , 광음동 이북에서 

N30W 내지 N45W로 변하며， 경사는 5 - 15001 다. 후평동층의 하한은 구미 

동층원의 하한에 해당하며， 상한은 최상위 저색 층으로서， 비저색 층인 점곡 

층으로 전이된다. 

이 층의 두께는 지역에 관계없이 500m내외이며， 암상과 수직층서에 의 

해 하부의 구미동층원과 중 · 상부의 구계동층원으로 이대분된다. 소위 잡색 

역암대로 알려진 구미동층원은 장기홍 (975)에 의해 설정되었으며， 지질도 

폭 (의성도폭， 1977; 천지도폭， 1978)에서도 인정되었다. 이 역암은 암저색 처 

트편들을 함유하는 것이 특징이며 오규영 (977)은 이 처트에서 방산충 화 

석들을 기재함으로써 처트 편들이 해성층으로부터 유래되었음을 입증하였다. 

구미동층원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2 내지 3매의 잡색 역암층을 협재하는 

저색 이암대이다. 따라서 이 대는 이암을 주로 하나 수 m 또는 수10m씩의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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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후적 간격을 두로 발달된 잡색 역암층의 최상한과 최하부사이에 해당된다. 

개개 역암층들은 근거리에서 소멸되고 (특히 고수류방향에 직각으로 잘린 단 

면들에서)， 국부적으로는 1 내지 2개층들 만이 발달되거나 전혀 협재되지 않 

으므로 층원의 두께는 일정치 않다. 알려진 바로는 구미동에서 70m (김봉균 

외， 1977), 국골에서 65m(장기홍 외， 1978)이며 최대 두께는 120m이다. 

역암층은 기복이 심한 침강변을 경계로 하위의 이암과 접하나， 다른 역 

암층의 침강연위에 직접 놓이는 경우도 있다. 2 - 4m의 두께를 갖는 잡색 

역암층은 대개의 단면들에서 렌즈상으로 나타나며 십 수 cm 내지 1 m 두께 

의 각력암， 역질 사암 및 사암의 퇴적단위층으로 구성된다. 이 단위층들은 

평탄층리와 판상 또는 곡사층리로 특정지워지며， 단위층들간의 경계는 불규 

칙한 퇴적면 또는 침강면들이다. 드물게는 standing dune으로 해석되는 퇴적 

면들도 있다. 역과 각력들은 주로 저색 이암편이지만 층준과 지역에 따라서 

는 저색 및 녹회색 처트， 맥석영 및 화산암펀들도 포함된다. 기질은 저색 미 

사암 내지 사암으로 분급이 불량하다. 역암층의 최상부는 수평엽리를 보이는 

미사암 내지 세립 사암 (수십 cm 두께)으로서 드물게는 상향세립인 경우도 

있다. 

구계동층원은 약 400m 두께로서 주로 저색 이암과 미사암으로 이루어 

지나 중부부터는 수m 두께의 녹회색 이암 및 미사암들이 협재된다. 상부로 

갈수록 비저색 이암이 양적으로 증가되며 암청회색 웅회질 사암이 우세해진 

다. 층원의 하부에는 앓은 사암층들이 협재되지만 중부와 상부에는 역암과 

조립질 사암층들이 전혀 발달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저색 이암은 주로 괴상이나 비저색 층준들에는 현저한 엽리가 발달되며， 

특히 대부분의 미사암내에는 수평엽리와 사엽리가 특징적으로 발달된다. 엽 

리는 흔히 생물체에 의한 교란을 받았다. 이암， 특히 저색 이암중에는 앓은 

크레이스톤으로 피복된 퇴적면들이 흔하며 이들에는 건열과 생흔화석들이 

보존되어있다. 또한 거의 모든 층준에 화석 카리쉬가 발달한다. 

이 층원의 상부는 주로 암회색 미사암과 이회암으로 구성되며 휴색 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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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점이한다. 이 셰일층준이 점독층의 하한에 해당하며， 점이적 변화는 수 

심이 점차로 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구미동층원과 구계동층원은 점곡향사 

축 이동에서도 일직층상위에 놓이며 안동단층까지 분포한다. 특히 단층에 연 

하여 금소동까지 연장되며 금소동과 구미동사이에서도 단층에 의해 약 

300m 상승되 어 서 점 곡층과 접 한다. 

신계동-입암동간에서는 두께가 현저히 소멸된다. 이러한 현상은 퇴적요 

인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으나 단층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층에 

근접할수록 역질 사암과 사암이 증가되며 신덕동일대에 분포하는 전자에는 

수10m의 화강암， 면마암 및 맥석영 역들이 총리면에 집중되기도 한다. 이러 

한 현상들은 의성 일대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2-2.7. 점곡층/가송동층 

이 층은 점곡향사 축올 중심으로 최소 재m 최대 13km폭으로 분포된다 

(그림 2-3 .2) . 영양소분지의 가송동층에 대비된다 (황재하 외， 1996). 점곡층 

의 하한은 구계동층원의 저색 층이 끝나고 암회색 내지 흑색 셰일과 이암이 

시작되는 층준이다. 구계동층원의 최상부가 저색 과 비저색 이암의 호층대이 

므로 후평동층과 점콕층의 경계는 지역에 따라 다소 다른 층준일 수 있으며 

점이적인데 이는 수심이 점차 깊어진 정합적 관계를 의미한다. 이 층의 상한 

도 사곡층으로 전이되나 단지 암회색 셰일과 미사암에서 저색 이암 우세대 

로 이화되는 점이 다르다. 이는 수심이 서서히 얄아진 환경을 지시하며， 따 

라서 점곡층과 사곡층도 정합적 관계이다. 실업동 이북 즉 사곡층이 분포하 

지 않는 지역에서는 층의 상한이 침식되어 두께는 알 수 없으나 의성-실업 

동구간에서 약 900m로 측정되었다. 

주요 구성암석은 암회색 내지 흑색 셰일과 이암이며， 사암과 응회암도 

포함된다. 그외 역질 사암 이회암과 응회암도 제한된 층준들에 협재된다. 이 

암과 셰일은 층의 하부에서 우세하다. 점콕 서방 약 3km에 위치하는 단애 

(정방동 북쪽)의 암회색 이암층간에는 수매의 강하 (ash fall) 응회암층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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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재된다. 이들중 3개층은 각각 10 cm. 10 cm 및 50 cm두께를 갖는 규질화 

된 유백색 판상체들이다. 이들은 평탄한 상 · 하면을 갖고 일정한 두께를 유 

지함으로써 측방 연결성이 좋다. 

점곡층 최하부는 흑색 셰일이며 간섭 연흔 퇴적면들이 보존 행촌일대의 

되었다. 이 셰일중에 두께 10 cm 미만의 이회암층들이 협재된다. 상천동 남 

노두가 발달된다. 동 셰일에서 3 흑색 셰일 전형적 도로변에 쪽 약 1km의 

셰일내에는 수 화석들이 산출되나 보존은 불량하다. 이 개형류 mm까지의 

10 cm 내지 1 m 두께의 퇴적동시성 교란층준들이 발달된다. 

점곡층의 중부는 암회색 내지 녹회색 이암과 미사암으로 구성되나， 지역 

에 따라서는 흑색 셰일로 전이된다. 한지재-윤암동-구성동을 잇는 층준에서 

역질 사암층이 협재된다.3 - 5m 두깨의 이 층은 뚜렷하고 평탄한 는 1매의 

상 · 하면을 가지며 측방으로 잘 연결된다. 동층의 기질은 저색 썰트질사암이 

며， 크래스트 (clast)들은 각질 이암펀과 연마도가 높은 외래역들로써 산재되 

어 있다. 

점 곡층의 중부에 는 80-100 m 두께 의 암청 회 색 웅회 암대 가 발달된다. 응 

회암은 수lOcm두께의 퇴적단위층들로 구성되며， 각 단위층들은 평탄층리나 

사층리를 보이는 판상체들이다. 층리면들은 대개 암회색 이암으로 피복되었 

으며， 이암은 수 10 cm 두께를 갖기도 한다. 

2-2.8. 사곡층/함안층/청 량산층 

분포한 층은 천지동 기반암체 이냥， 의성읍 동측 지역에 광범위하게 이 

다. 층의 하한은 점독층의 암회색 이암 및 미사암과 암청회색 웅회암이 끝나 

고 저색 이암과 미사암이 협재되기 시작하는 층준이다. 따라서 사곡층의 하 

한은 지역에 따라 다소 다른 층서상 위치에 놓인다. 신령도폭 및 대율도폭에 

서는 사곡층에 해당하는 단위를 함안층으로 분류하였으며 (원종관 외， 1980; 

정창희 외， 1981), 영양소분지의 청량산층에 대비된다 (황재하 외， 1996).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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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층은 저색 이암 및 미사암과 녹회색 사암의 호층이며， 중부에는 녹회색 웅 

회질 사암도 끼어있다. 실업동 상류의 못골일대에서는 수10m 두께의 암회 

색 이암 또는 흑색 셰일과 1 - 2 m두께의 웅회질 사암층들이 호층을 이룬 

다. 화산면 대기리 노변 노두에서는 30 cm 내외의 석회암이 끼기도 한다. 

지층의 주향은 의성읍 부근에서 N60E내외， 실업동에서 EW방향이며， 동 

쪽으로 갈수록 NW방향으로 점변한다. 이는 이 층이 점곡 향사의올 지나는 

남북방향의 향사의 축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가음면 및 의홍읍 지역에서는 

남북주향을 보이다가， 화산칼데라 남측에서는 다시 동서방향의 주향을 보인 

다. 이러한 주향의 변화는 하위의 신동층군 또는 일직층， 후평동층에서는 발 

견되지 않는다. 

천지동 기반암체 (Horst) 남쪽에 분포하는 점곡층， 사곡층의 이러한 분 

포 특성은 이들 층의 퇴적당시 분지의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당시의 분지 중심부 지역에 유천층군의 화산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게된다. 밀 

양소분지 지역 중심부에서 화산활동이 격렬히 일어났던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이지역에 형성된 층들의 분포， 화산체들의 집중현상 등은 의성 소분지 지 

역이 어느 시기 이후 밀양소분지와 별개로 발달했음을 내비친다. 

2-2.9. 춘산층/도계동층/반야월층 

춘산층은 신령도폭 및 대율도폭에서는 반야월층으로 분류하였으며 (원종 

관 외， 1980; 정창희 외， 1981) 연구지역 남동부에 비교적 넓게 분포한다. 영 

양소분지의 도계동층에 대비된다 (황재하 외， 1996). 구성 암석은 주로 셰일 

과 사암이며 기저에는 구산동 응회암， 하부에는 청회색 이질암으로 되어있 

다. 하위의 층들과 달리 칼데라에 수반된 구조운동의 영향으로 동심원상의 

분포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화산활동에 수반된 동심원상의 회전에 의해 형성 

된 것이다. 고로면， 현서면 지역에 분포한 백악기 화강암체는 diapirism 과정 

에서 춘산층을 포함한 퇴적층에 화강암체 분포에 평행하게 향사구조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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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 이 동심원상의 향사축은 후기의 금천단층에 의해 좌수향으로 변위된 

다. 

2-2.10. 신 양동층/화산층 

신양동층은 금성산칼데라 및 북두산칼데라 지역에서 춘산층 상위， 유천 

층군의 현무암 하위에 발달하며 하양층군의 최상위로서 두께는 약 140m 에 

이른다. 화산층은 화산 칼데라 안에 형성된 호소상 퇴적층이다. 구성 암석은 

암회색 셰일과 조립사암으로 되어있다. 이 두 층은 지역에 따른 명칭이며 층 

서적으로 동일한 층위에 속한다. Lee et al. (991)에 의하면 이 두 층은 모 

두 얄은호소 퇴적층으로 구성되며 속성작용에 있어 신양동층은 meteoric

phreatic 속성작용을， 화산층은 매몰 속성작용을 거쳤다. 

이 두 층이 분포상 칼데라 안에 또는 이와 매우 인접한 지역에만 분포 

한다는 사실은 이들 분포지역에서의 하양층군 퇴적최후기 분지규모를 밝혀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2-2.11. 유천층군 

유천층군은 의성-기계사이 분지 (의성소분지)의 최후기 중심부에 분출하 

였으며 염기성 화산암과 산성 화산암류로 구성된다. 앞서 말했듯이 세 개의 

칼데라와 원형함몰구조를 동반하지 않은 화산암체들로 구성된다. 

이들 세 칼데라 (금성산， 북두산， 화산; 윤성효， 1993)는 대개 원형의 함 

몰단층을 동반하는데 특히 금성산 칼데라의 경우에는 장축이 북동-남서 방 

향의 타원형을 보여주고 있다. 금성변 수정리 일대와 사곡면 신리리 일대에 

서는 특이하게 습곡구조를 보여주는데 원래의 원형의 칼데라가 압축되어 타 

원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북동 방향의 타원형 향심 습곡은 수정사 

북부와 남부에서 복향사 구조를 나타낸다. 축방향은 N50E 인데 금성산 남쪽 

에서 관찰된 바에 의하면 하위 신양동층의 저색층과 기저의 현무암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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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하게 습곡되었다. 이것은 화산암체를 북서 방향으로 관통한 금천단층 및 

가음단층 이전에 1200 방향의 압축력을 가진 고웅력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 

된다. 

신양동층의 분포가 원형함몰대 및 인접지역에만 분포한다는 사실은 원 

형 함몰구조가 유천층군 이전에도 있었을 가능성을 내비치는데 이것이 사실 

이라면 ‘칼데라’보다는 ‘콜드론’ (cauldron)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 뒤에 말할 

지형조직분석 결과로 보면 이러한 원상의 구조들이 여렷 나타나는데 이들과 

같은 범주로 취급하여 콜드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윤성효 (993)는 이 지역 

의 칼데라를 콜드론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염기성 화산암류 

세 칼데라의 화산암체 기저부를 이루며 하양층군의 상위인 춘산층 및 

신양동층을 경사 부정합으로 덮는다. 금성산 일대에서는 층리면들이 S50W 

방향으로 경사되고 비봉산 일대에서는 그반대로 되어 향심 구조를 이루었다. 

남측에서 두께는 10m 정도이지만 수정사 남측에서는 약 200m 에 달한다. 

구성 암석은 현무암질 용암， 웅회각력암， 화쇄암， 화산각력 응회암 동으로 되 

어있다. 

산성 화산암류 

이 역 화산암체의 주구성물로 염기성 화산암층을 부정합으로 피복하였 

다. 염기성 화산암층과 동반하여 N50E 방향의 향심 구조를 이루었다. 구성 

암석은 유문암질 용회암과 유문암이 주로 되어있다. 

2-2.12. 불국사 화강암류 

이 단위에는 화강암， 반려암， 섬록암， 석영반암， 화강반암， 암맥류가 포함 

된다. 이들 불국사 화강암류는 분포상 유천층군의 분포와 유사하며 의성소분 

지 후기 분지중심지역과 일치하기도 한다. 팔공산 화강암체 및 서측의 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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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의 화강암체는 의성소분지와 남쪽의 밀양소분지를 가르는 경계지역게 

대상으로 분포한다. 그외에 소규모로 도개면 다곡리-신림리 일대에 소규모 

화강암체가 분포하는데 후에 우보단층에 의해 좌수향으로 변위되었다. 풍천 

면 광덕리 일대에 분포하는 반려암체는 안동단층의 단층작용의 영향을 받아 

단층면들에서는 석영 또는 방해석 섬유 대신에 사문석 섬유가 형성되기도 

한다. 섬록암은 춘산면 일대에 분포하며 북두산 칼데라를 잠식하기도 한다. 

석영반암은 천지동 선백악기 기반암체 남측을 잠식하며 정치되어있다. 이 관 

입암체는 안동단층 계열로 생각되는 임봉산단층을 잠식하고 있으며 안동단 

층의 시대를 아는데 중요하다. 화강반암은 소규모의 암맥상， 판상 (si!l) 관입 

체에 나타난다. 

산성암맥은 뒤의 열극분석과정에서 설명될 바와 같이 여러시대에 걸쳐 

형성되었으며 불국사화강암 정치기에는 중성암맥， 산성암맥， 그외는 대개 석 

영맥， 방해석맥이 주를 이룬다. 이 암맥은 일직층， 후평동층， 점곡층， 사곡층， 

춘산층， 신양동층 둥 주위에 하양층군에 속하는 퇴적층을 암주상 내지 맥상 

으로 관입하였다. 운곡리와 만천리 일대에서는 금천단층에 의하여 절단되기 

도 하였다. 

북서 내지 북동외에 불규칙한 방향을 가진 맥상으로서 맥폭은 O.3mm -

5cm 정도로 다양하다. 남북의 단열들은 석영맥에 의하여 충진되는 것과 절 

단하는 것이 있다. 북서의 소단층들은 석영맥을 절단하여 시기적으로 그 이 

후임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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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요지역의 지절구조 및 단층 언지 

가음단층계는 군위， 구산동， 신령도폭지역에 분포한 금성산칼데라， 북 

두산칼데라， 화산칼데라 지역에 대한 지질도폭조사(장기홍외， 1977, 1981 , 

원종관 외， 1980, 정창희 외， 1981 동; 윤성효 (1984)도 볼것)를 통하여 지 

질분포의 격차의 발생을 발견하면서 본격적으로 그의 존재가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가음단층， 금천단층， 우보단층， 신령단층의 존재가 확인 

되었으며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의되었다. 

표 2-3.1. 층서적으로 정의된 가음단층계 단층. 

단총명 표식지 명명자 추정변위 이동방향 비 고 

수기령단층 

佳音斷層 義城都 佳흡面 
장기홍 외， 1977 

1-2.5 km 좌수향 
(원종관 외， 198이 

(구산동 도폭) 구산동단층 

(Kang 외 , 1984) 

銀꼈斷層 
義城캄6 春山面 장기홍 외， 1977 

0.65-1km 좌수향 
鏡果里 (구산동 도폭) 

友保斷層 義城합6 友保面
장기홍 외， 1981 

좌수향 
(군위 도폭) 

新寧斷層
永川市 新寧面 원종관 외， 1980 

좌수향 
화산단충 

일대 (신령 도폭) (Kang 외 , 1984) 

이 가음단층계는 낙동 도폭 (김영기 외 1977)에서는 층서적인 인지 

가 되지 않았으나 다음 절에서 논의할 지형조직 분석을 통해 존재가 확 

인된다. 낙동단층은 (1) 낙동층과 선백악기 기반암의 경계， (2) 다인면 지역 

에서 낙동층군의 만경산층원과 금당리 층원의 경 계 (3) 후자와 하산동층의 

경계를 좌수향으로 변위시킨 단층이다 (그림 2-1.1) 

가음단층계는 가음， 금천， 군위， 우보， 신령， 팔공산 단층 등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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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단층들과 자락단층， 황학산단층 등 다소 작은 단층들로 구성된다. 의 

성소분지 지역을 벗어나 죽령단층， 수안보를 통과하는 단층 (명명이 없 

음) , 부곡단층， 진전단층 (엄정웅외， 1991) 둥이 이에 속한다. 연구지역에 

서 가음단층계는 북서-남동 방향의 낙동단층 (김영기 외， 1977)을 변위시 

키고 있다. 

가음단층은 장기홍외 (977)의 구산동 도폭 조사 결과 단층의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되어 명명되었다. 구산동 도폭 조사자들에 의하면 가음단층은 

1-2.5 km의 변위를 갖는다고 하였다. 서측으로는 봉양면 도원리 (또는 화전 

리) 하천변까지 연장되고 (장기홍 외， 1981), 동쪽 끝은 명확히 보고되지 않 

았으나 이병주외 (993)는 이 단층이 기계도폭 지역까지 연장됨을 밝혔다. 

단층 남쪽에서 신동층군은 대개 남북주향에 약 10-200내외의 경사를 

보이며 북쪽에서는 북서방향으로 완만한 경사를 보이다가 안동단층에 인접 

한 지역에서 이 역단층의 영향으로 단층끌림이 형성되어 있다. 풍천면 광덕 

리， 하회리 일대에서는 지층이 역전되기도 한다. 

가음단층의 주 운동시기는 금성산， 북두산， 화산 칼데라를 변위시킨 시 

기라고 할 수 있다. 장기홍 외 (1981)의 군위도폭에 따르면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여러개의 습곡이 발달하는데 이 습곡축은 가음단층 가까운 곳에서 

도 확인이 되는바 이 단층에 의해 습곡축이 변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음 

단층 남측에서 습곡축들은 풍화대에 놓이거나 충적층에 덮여 확인하기 어렵 

다. 습곡축들의 방향으로 보아 이 습콕은 T_5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단층운동에 변위된 최후기 암층이 불국사 화강암류이기 때문에 가음단 

층의 운동 시기는 백악기 말엽 이후 어느 시기라는 사실밖에는 이 지역에서 

밝혀진 사실은 없다. 

금천단층은 구산동 도폭 (장기홍 외， 1977) 및 군위 도폭 (장기홍 

외， 1980) 정의되었으며 서측으로 안평면， 다인면， 풍양면을 지나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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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면 지역 (함창도폭)에서 기재된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에 연결된다. 동 

쪽으로는 현서면， 기계읍까지 연장된다. 이 단층은 금성산 칼데라를 변위 

시키고 있으며 도폭조사자들에 의해 650-1000 m의 변위를 갖는 좌수향 

단층으로 기재되었었다. 

우보 단층은 선산도폭의 도개면 다곡리 일대의 백악기 화강암체를 약 

300 m 정도 좌수향으로 변위시키고 있으며 화산 칼데라에 형성된 원형암맥， 

원형단층을 좌수향으로 변위시켰다. 이 단층 또한 다른 가음단층계 단층들처 

럼 유천층군의 화산암류， 백악기 화강암류들을 변위시켰다. 우보면 이화리 

지점， 우보단층에 이웃한 노두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정단층이 발달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우보 단층이 부분적으로 정단층운동을 했올 가능성을 내비친 

다. 

신령단층은 원종관 외 (981)에 의해 명명되었으며 구미시 선산읍에서 

장천면， 군위군 효령면， 부계면， 영천시 신령읍， 청통면 지역 까지 연장이 확 

인된다. 도폭 조사자들에 의해 이 단층은 좌수향 단층으로 기재되었다. 

안동단층은 선백악기 기반암과 경상누층군사이를 구획짓는 경계단층으 

로 정의된다. 간흑 ‘안동드러스트’， ‘안동 충상단층’ 등으로 기재되기도 하였으 

나 스러스트의 범주에 들지 않고 역단층운동 뿐만아니라 다른 운동이 예상 

되기 때문에 단순히 ‘안동단층’으로 부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상주도폭 (김상 

욱외， 19 )에서는 ‘목하리단층’ (상주시 묵하지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광역 

적인 의미에서 이 단층은 하나의 단층 (선백악기 기반암과 경상누층군의 경 

계단층)으로 기재 되어야 하나 실제로 약 세 개 이상의 역단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껴
 성 



2-3.1. 가음단층 주변에서 지층의 자세 

경상누층군 특히 신동층군의 자세 변화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밀양소분지 진주-왜관 지역에서 북북동-남남서 주향을 보이던 분포 방향은 

팔공산화강암체 이북 가음단층 남측에서 거의 남북방향으로 분포하다가 가 

음단층 이북에서는 북서방향의 분포를 보인다. 

안동단층 인접부에서 안동단층의 영향에 의해 분포가 간섭올 받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간섭현상에 의해 가음단층 이북의 신동층 

군의 분포가 영향을 받은 것일까? 그림 2-3.1에서 보는바와 같이 닥동층과 

하산동층의 경계는 진주층과 일직층의 경계보다 서쪽으로 기운 (편기된) 양 

상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층리면의 자세에서도 나타난다. 가음단층 이북 

에서 낙동층은 층리변화가 매우 심한 반면 진주층에서는 거의 남북방향의 

주향을 보여준다. 진주층의 안정된 주향 방향은 가음단층 이남에서도 연속성 

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신동층군 분포의 편기현상은 신동층군 퇴적당 

시에 점이적으로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의성지역에 대한 고지자기 연구 결과 (김인수 외， 1993)에 따르면 가음 

단층계의 좌수향 주향이동에 의한 회전은 아주 없었거나 미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음단층은 낙동단층， 신평단층 비안단층 둥올 자르나 단층끌립을 

형성하진 않는다. 이와 평행한 의성단층의 경우에도 신평면 교안리 일대에서 

신평단층의 북측 말단부 지형 열개부를 자르나 끌림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신동층군이 가음단층을 경계로 한 자세변화의 시기가 신동층군 퇴적 기간 

동안이었을 것이라는 사실과 그이후 가음단층계의 좌수향주향이동에 의한 

어떠한 자세변화도 없었다는 사실은 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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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가음단층 주변에서 지층의 자세. 

Ksn 낙동층 Ksh: 하산동충. Ksj : 진주층 

N 

N 

점선의 대원은 층리면이고 동그라미점은 총리면의 극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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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길안면 (천지) 일대의 지질구조 

노출된 지역 이 지역은 백악기 경상분지 안에서 선백악기 기반암이 

분포한다. 의 중의 하나로 쥬라기 청송화강암 및 선캠브리아기 암층들이 

이 기반암체위에는 일직층이 직접 퇴적되었다. 다시말 성 지역과는 달리 

분포하고 이동쪽에 

것으로， 이 

홍， 1975)의 Horst였을 가능성을 내비친다. 최현일 외 (1982)에 의하면 낙 

기반암체 서측까지 

기반암체가 낙동곡분 (장기 

이 

밝혀주는 

경사로 쪼
 
「동

 
않았음을 

하면 신동층군이 

퇴적되지 ‘-‘-

동곡분은 Graben 또는 semi-graben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층리면의 자세들을 종합하면 이 기반암체를 중심으로 돔 모양을 보 

이는데 서측에서는 남북 방향의 향사 및 배사구조가 확인되고 이들에 의 

남북방향의 향사는 최현일 외 방향의 향사가 확인된다. 습곡된 동서 해 

(1982)에 의 해 점 곡향사 (jeomgog Syncline)으로 명 명 되 었다. 

부분에 fonn line들이 집 기반암체 서북측 즉， 점곡향사 동측 날개 

단층의 방향의 북북서-남남동 kt:조: 
..:..L-"'L 북서-남동 이는 나타나는데 중되어 

황재하 외 (1996)에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 단층을 

‘옥산단층’ (Oksan Fault)으로 명 명 한다. 북서 부는 서 측이 침 강된 정 단층， 

느
 」

님
 
T 서

 
북
 

, 단층의 

、

이
 

으
 

L 브
 ι 

부
 

’ 

생각된다. 이 

그 나머지 

의한 변화로 

의해 밝혀졌으며 

영향에 

단층은 길안면 금 남동부는 우수향 단층이다. 지형조직분석에 의하면 이 

방향의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에 의 이르는 북동-남서 콕리에서 사곡면에 

단층을 잠정 적 으로 ‘금곡단층’으로 부 변위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해 

르기로 한다. 

쥬라기 청송화강암체는 임봉산일대에서 길안면 입압리에서 옥산면 

(Imbongsan ‘임봉산단층’ d르s.Q 
~ 0 i:프 이 충상한다. 일직층을 u1 

^ 후평동층 

생각 단층으로 계열의 단층은 안동단층과 같은 명명한다. 이 Fault)으로 

결과 역단층으로 밝혀졌다 (후술 참조) . 이후 백악 호iλ4 1.!.., 

기 말엽의 석영반암의 관입으로 연장이 잠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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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길안면 일대의 지질구조. 

PCgn: 선캠브리아기 또는 선백악기 암층 Jcgr: 쥬라기 청송화강암. Kil: 일직 

충. Khu: 후평 동층 Kjg: 점 곡충. Ksg: 사곡층. Kcs: 춘산층 Kqp: 석 영 반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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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암 정치후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좌수향 단층들에 의해 임봉산 

단층， 금곡단층은 좌수향으로 변위가 되었다. 이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을 

‘황학산단층’ (Hwanghaksan Fault)으로 명 명 한다. 

앞서 말한 남북방향의 습곡작용을 받은 동서방향의 향사는 북서-남 

동 방향의 좌수향 길안단층에 의해 좌수향으로 변위된다 (그림 2-6.2). 

2-3.3. 칼데라군 일대의 지질구조 

이 지역은 앞서 말한 길안면 일대 남측에 위치하며 하양층군 최상위 

신양동층， 화산층이 분포하는 지역과 일치한다. 1:50，애0 도폭 (구산동， 군위， 

신령， 대율) 및 1:250,000 안동도폭 (황재하 외， 1996) 조사를 통해 밝혀진 이 

세 칼데라가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단층들에 의해 좌수향으로 변위된 사실 

이 밝혀짐에 따라 가음단층계의 존재에 대한 인식에 이르렀다. 

이들 세 칼데라는 각각 금성산 (금성산， 오토산， 비봉산)， 북두산 (북두 

산-선암산)， 화산 (화산-혈암산-노고산 둥) 칼데라로 부른다 (박기화， 1986; 

윤성 효， 1993, ). 장기 홍 (984)은 뒤 의 두 칼데 라에 해 당하는 부분올 ‘북두산 

-선암산 화산암체’， ‘노고산 함몰체’로 부르기도 하였다. 

원형 단층의 선후관계로 보아 이 지역의 화산활동은 화산칼데라-북두 

산칼데라-금성산칼데라 순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화산칼데라의 북 

쪽 부분은 북두산 (선암산) 칼데라의 원형 단층에 의해 점유되었고 후자는 

금성산칼데라의 원형 단층에 의해 서북단이 잠식되어 있다. 이는 화산활동의 

전파 (propagation) 방향이 북북서 방향이었음을 내비친다. 

불국사 화강암체의 관입은 특이하게 diaphirism 과정에서 주변의 지층 

을 통심원상으로 들쳐올려 향사구조를 만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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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칼데라군 분포 지역의 지질구조. 

Khu: 후평동층 Khjg: 점곡층 Khsg: 사곡층/함안층. Khcs: 춘산층/반야월층. 

Khsy: 신 양동층/화산층. Kmv: 영 기 성 화산암류. Kav: 산성 화산암류 Kga: 

반려 암. Kdi: 섬 록암. Kgr: 화강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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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단층은 금성산 화산암체， 섬록암체， 화강암 diaphirism에 수반된 향 

사축， 화강암체 (구산동 도폭에서는 염기성암맥으로 분류) 둥올 좌수향으로 

변위시켰으며， 가음단층은 금성산 칼데라 남단부， 북두산 화산암체， 화강암체 

둥올 좌수향으로 변위시켰다. 군위단층 및 우보단층은 후평동층과 일직층의 

경계， 화산칼데라의 원형단층 (원형 함몰대)， 화산 화산암체， 화강암 둥을 좌 

수향으로 변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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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형조직 분석 

항공사진이나 인공위성사진 판독으로 추출된 선구조 Oineament) 들 

은 단층 연구 및 광화대 연구 등에 많은 활용이 있어 왔다 (강필종 

1979, 1980; 이동영 외， 1996). 반면에 불연속선 (선구조)을 경계로 산계나 

수계 둥을 변위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심도있게 연구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형학적인 정보는 최근세에 형성된 단층의 운동 특성을 규명하는 

데 매우 긴요하다. 특히 대단층의 활동성 규명을 위해 산계나 수계의 규 

칙적인 변위 여부는 현재 나타난 지형의 형성시기와 단층의 운동시기를 

연관시키는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간에 원용되어 

왔던 선구조， 그리고 산계 및 수계， 원형구조 Ccircular structures) 동 연 

장성이 인정되는 지형학적인 요소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이 연구에서는 

지형조직 (topographic textures)이라는 용어를 사용키로 한다. 

연구지역의 지형조직 분석을 위해 1: 100,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음 

영기복도를 작성하였다. 그림 2-4.1은 이렇게 만든 음영기복도이다. 그림 

2-4.2는 이 음영기복도의 북서부 일부분으로 직선상의 선형조직의 특징 

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평행한 북동 남서 방향의 선형 지형조직 (일부는 

이전 시기에 형성된 단층임)들은 추정되는 구조선 (단층)에 의해 변위를 

보이고 있으며 단층을 인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지형조직을 

변위시키는 불연속선은 단층으로 볼 수 있다. 우보단층의 경우에 있어서 

도 이 단층을 경계로 양측에 연장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선구조들이 변위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음단층은 도폭조사자들에 의해 봉양면 화전리 

(도리원) 이서 지역으로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었다 (김영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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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장기홍 외， 1981). 그러나 의성군 봉양면에서 안계를 지나 상주시 

중동면을 잇는 불연속선 (그림 2-4.2에서 GaF; 가음단층)은 이러한 선상 

지형조직의 변위로 단층의 존재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이 불연속선은 가 

음단층의 연장부로 인정할 수 있다. 지형조직 분석을 통해 추출된 단층들 

은 지형을 보존한 채 변위를 보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비교적 최근세에 

해당되거나 변형후 지형 변화가 적었음을 시사한다. 

Kang et al. (1984)는 양산단층에 연 한 언 양지 역 에 서 양산단층의 운 

동에 의한 수계의 변위가 없음을 밝히고 이로부터 양산단층이 최근세에 

활성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다. 반면에 연구지역의 가음단층계 

에서는 단층운동에 따른 지형조직의 변위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정황은 양산단층의 주운동시기보다 후기， 다시 

말하면 비교적 최근세에 가음단층계의 단층작용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선형 지형조직외에도 지형도상에서 특이한 불연속선이 발견 

된다. 의성군 사곡면 일대에서는 단층에 연하여 형성된 저지대가 열개 지 

형 (p비!-apart)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신평면 일대에서도 나타 

나는데 대단층의 운동에 수반된 특이한 구조로 보인다. 이들 열개 지형은 

불연속선 (선구조， 단층)의 이동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곡면 일대의 열개 구조는 지형조직 분석결과 인지는 불연속선의 

연장부로서 동측 말단부에 위치한다. 이 일련의 단층을 ‘의성단층’으로 명 

명한다. 신평면 일대에서 확인되는 열개 구조는 뒤에 상술할 ‘신평단층’ 

북측 말단부에 해당한다 (그림 2-4.3). 열개 지형으로 보아 우수향운동을 

가진 신평단층은 앞서 말한 가음단층 및 의성단층에 의해 절단되는데 이 

않
 



그림 2-4.1. 1:100,000 지형도 등고선자료를 이용한 음영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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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지형조직 분석에 의한 단층 인지. 

(a) 음영기복도 (부분). (b) 지형조직에 의한 단층추출 과정. 

GaF : 가음단층. UF ‘ 우보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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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사곡면 일대 열개 지형에서 보듯이 좌수향 운동을 한 단층임을 확인 

시켜준다. 

지형조직 분석을 통해 추출된 단층들은 상호 선후 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다. 야외조사에 앞서 이러한 예비 정보는 단층의 존재 및 연장부 

확인하는데 필수적 이 라고 할 수 있다(그림 2-4.4). 그림 2-4.5는 이 러 한 

기법으로 추출한 단층들에 대해 야외 조사를 통하여 운동특성을 확인한 

서북서-동남동 주향의 좌수향 가음단층계 제 단층의 총 연장을 도시한 

것이다. 

가음단층계의 운동방향을 지시하는 단층으로는 낙동단층 (좌수향단 

층; 김영기외， 1977)과 이 연구에서 밝혀진 신평단층 (우수향) 등이 의성 

단층， 금천단층， 가음단층， 우보단층 등에 의해 잘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비안단층은 자락단층에 의해 잘리나 가음단층에 의해 연장부가 잘 

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2-4.4). 

이로써 금천단층의 서단은 상주시 이안면 <1:50,000 함창도폭 또는 

1:25,000 농암도폭 지역)까지 연장을 보이며 선백악기 화강암체를 변위시 

키고 있다. 가음단층은 상주시일대에서 기계읍까지 연장된다. 

특이할 점은 가음단층계의 단층들이 양산단층과의 직접적인 선후관 

계를 보여주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김종렬 (988)은 안강지역에서 양산단 

층의 단층대를 가음단층계에 속하는 단층이 자르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이 

병주 외 (993)는 가음단층계가 양산단층의 운동보다 먼저 일어났다고 주장 

하였다. 현재로써 이들 두 단층계의 선후관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주 

요 단층들이 양산단층 이서에서 멈추어 발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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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단층의 말단부에서 지형열개를 보이는 의성단층과 신평단층. 

신평단층은 우수향 이동을 했음을 보여주며 이를 자르는 의성단층은 

좌수향 단층이며 지형 열개도 이와 같은 운동방향을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양산단층이 가음단층계의 발달을 부분적으로 제어했거 

나 이를 경계로 특이한 응력발달이 있었거나 한 사실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후술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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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지형조직 분석에 의한 연구지역의 주요 단층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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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2-4.5. 가음단층계의 단층들의 총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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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단층구조분석에 의한 열극 특성 및 

지구조 응력장 추이 

3-1. 연구 방법 

열극올 분류하는 방법으로 열극의 형성기구인 웅력장의 관점에서 

분류하는 것이 열극의 특성 파악이나 시대추정을 위해서도 유리하다. 열 

극은 지표인접지역의 지각에서 발생된 취성변형작용의 지배를 받는다. 어 

떤 웅력상태에서 광역적 (megascopic sca1e)으로는 대단층， 스러스트， 분 

지형성， 습곡작용 그에 수반된 화성활동 (암맥군 형성)올 일으키며 노두 

크기 (mesoscopic sca1e)에서 단층， 절리， 인장구조 둥의 불연속면올 동반 

한 변형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크기를 떠나 이러한 변형작용의 기저에는 

지구조 웅력 (tectonic stress)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으로 풀이되어 왔다. 

취 성 변 형 작용 (brittle defonnation)에 의 해 형 성 되 는 단층， 인 장구조 

(tension gashes 또는 암맥) 둥은 어떠한 특정한 웅력장에서 형성되었다 

고 전제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열극자료들올 단층군집 (fault population) 

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군집들로부터 고웅력장을 역산할 수 있고 

이렇게 재구성된 고웅력장을 광역적으로 추출해냄으로써 하나의 지구조 

사건 Ctectonic event)을 재구성할 수 있으며 시대별 고웅력장 (또는 지구 

조 사건) 추이를 복원하여 지구조 진화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연구는 Angelier et al. (1982)의 에게해 지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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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섭입하는 지역의 지구조 진화 과정을 

복원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아이슬란드 해양열개부， 북서태평양의 타이완 

충돌대 동의 연구에 커 다란 성 과를 올렸다. Bergerat (1987)는 유럽 대지 

의 지구조 응력장을 복원하여 이 지역의 지구조 진화과정， 알프스조산운 

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Hwang (1992)은 한반도의 백악기 퇴적층 

을 대상으로 고웅력장을 복원하는 작업이 있었으며 Choi (1996)에서는 

쥐라산맥에서 지구조 사건의 추이 및 경동 ( til디ng) 시기 및 자세를 추적 

한 결과 쥐라산맥의 형성은 충돌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기 

도 하였으며 이 충돌에 의해 쥐라 전면부를 따라 웅력궤적이 변이되었음 

을 밝혔다. 

이 연구는 야외에서 측정가능한 단층이동자료 (fault slip data) , 인 

장틈 (tension gashes) 둥에 나타난 선후관계들을 이용하여 지구조 사건 

의 계통을 수립하고 각지구조 사건에 대한 고웅력장을 복원하는 작업을 

한다. 이렇듯 지점별로 복원된 고웅력장이 광역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이 

는가를 추적하여 후기의 사건에 의한 교란 여부 또는 웅력변이 상황을 

점검하기로 한다. 

경상분지 안의 의성소분지를 차지하는 연구 지역은 지구조적으로 

격렬한 활동대에 속하지 않으며 심한 변형작용이 없어 이에 의한 지층 

교란도 적어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갖고 있음; 10 - 20 。 경사) 단층구 

조분석 (fault tectonic analysis)에 아주 적 합하다. 

야외 에 서 측정 하는 자료는 단층이 동자료 (fault slip data) , tension 

gashes, 층리면이며 상호 선후관계를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정밀한 관찰 

과 열극충진 물질 (광물)의 종류에 대해 상세한 추적작업을 실시하였다. 

실내에서 측정된 열극자료를 분류， 상대적인 지구조 계통수립， 고응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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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산， 해당사건의 열수활동의 용도추정 둥의 작업을 거쳤다. 

이 연구에서는 취성구조로부터 웅력장을 역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논문을 통해 연구되었기 때문에 (Carey & Brunier, 1974: 

Angelier , 1975, 1984 , 1990 , 1991a, 1994: Carey , 1976, 1979: Etchecopar 

et a1 . , 1981: Angelier et a1 . , 1982: Armijo et a1. , 1982: Gephart & 

Forsyth, 1984: Michael , 1984: Carey-Gaihardis & mercier, 1987: Reches , 

1987: 최 범 영 , 1991: Choi , 1995: Fleischmann & Nemcok , 1991: Yin & 

Ranalli , 1993: Hancock (1985) , Choi et al. (1996)도 볼 것 ) 이 분야의 연 

구에 대해서는 상술하지 않으며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연구에서는 최범영 (1991), Choi (1995)에서 제시된 방법들을 이 

용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역산 방법 최소화 공식 웅력 방정식 비 고 

DAGUR SSEl =~[s-'t/I 't If ~1 't 1-2B . T=~Iτ1 -1p 1τ|가 작을때 효율적 

BURIAT SSE2=~[I 't ls-'t ]2 ~B . T=~I 't IP 1 1: 1가 콜때 효율적 

ASI ~B . T=ç ~p 모든 군집에 적용가능 

YAJIRI ~B . T=~I't IP+~P ’ 인장/압축구조 활용 

TEN_AN SSE=Xcos2[s,t] 
공액단층군→주웅력축 

최소화공식→웅력비 

TEN AR SSE=~COS2[S ，'t] 
재생단층군→주웅력축 

최소화공식→용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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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요 측정 지점의 지구조 계통 

다음표는 열극자료를 측정한 지점의 위치， 구성암층 (시대)， 지층의 

자세， 측정 열극 자료수 등을 요약한 것이다. 

표 3-2.1. 열극자료의 측정지 점. 

No 측정 지점 경도 위도 구성암층 지층의 자세* 자료수 지점약어 

안사연 만리리 압수 128026" 36028" 하산동층 342/08 59 APSU 

2 안사연 만리리 128026" 360 '2:7" 하산동층 231/07 72 MALI 

3 신평변 교안리 우방 1280 31" 360 '2:7" 하산동층 347/20 30 UBA 

4 다인연 평립리 사붓 1280 25" 360 '2:7" 하산동충 041/13;064/11 32 SABUS 

5 중동연 금당리 1280 19" 360 25" 낙동층 076/31 31 GYDA 

6 안사변도덕리개천지 128026" 36024" 하산동층 352/16 34 GACH 

7 안계변 가매골 1280 28" 360 22" 하산동층 310/07 22 GAMAE 

8 낙동연 닥정리 1280 18'’ 36020" 
선백악기 

27 NADO 
화강암 

9 봉양면 사부리 128034" 36021" 진주층 091/20 172 SABU 

10 봉양연 화전리 너덜 128035" 360 19" 진주층 073/08 40 NODOL 

11 봉양변 화전리 노변 128034" 360 18" 하산동층 083/18 30 HWjN 

12 소보연외량리송현동 128033" 360 17" 
낙동중/ 

077/11 28 SOHYO 
하산동층 

13 봉양연 도원리 128034" 360 17" 하산동층 113/04 203 DOWON 

14 군위읍 사직동 128033" 360 13" 닥동층 097/19 71 GUNWI 

15 춘산연 양지리 128044" 360 14" 
춘산층/ 

012/15 119 YAjI 
화강반암 

16 화북연 상송리 128055" 36009" 화강암 7 SUGI 

17 우보면이화리 128042" 360 10" 일직층 114/ 12 77 IHWA 

18 화북면상송리수기령 128051" 360 10" 화강암 43 SUGI 

19 현서연사천리노귀재 128055" 360 10" 춘산층 293/29 36 NOGO 
(노고재) 

‘ 경사방향/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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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음단층계가 발달한 의성소분지내의 지구조계통을 복원하기 위해서 

기저 신동층군-하양층군-유천층군-불국사 화강암류 둥 분포지역에 대해 고 

루 측정하였다. 이들 열극자료 측점지점중에 지구조 사건을 복원하는데 펼요 

한 지구조 사건간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많거나 여러 군집이 

확인된 지점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2.1. λ}부리 지 점 (SABU) 

의성군 봉양면 사부리 남쪽 중앙고속도로 동측 사변에 위치하는 이 측 

점은 진주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층은 남북 주향으로 동쪽으로 약 15 -

20 。 정도의 경사를 보인다. 이 노두에서 주요단층은 동서방향의 정단층군이 

다 (그림 3-2.1). 이 지점에서 단층이동자료와 인장열극 등에 나타난 선후관 

계 자료， 단층군집의 특징적인 분포 등으로 분류한 결과 13개의 단층군집 (= 

137ß 지구조사건)이 분류되었다 (그림 3-2.2). 

그림 3-2.1 . 사부리 지점의 노두 스켓치 및 동서방향의 정단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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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사부리 지점에서 측정 · 분류한 단층 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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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동서방향의 정단층군은 최초 시기의 지구조 사건인 것으로 해석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지역에서 가장 강하게 투영된 지구조 사건으로 생각된 

다. 

Anderson (942)에 서 논의 된 공 액 단층조 (conjugate fault set)에 서 

구한 주웅력축 중의 하나가 변형당시의 수평면에 대해 수직이라는 가설 

을 받아드린다변 경동의 시기를 구할 수 있다. 사부리 지점은 15-200의 

경사를 갖고 있어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에 적절하다. 그림 3-2.2에서 

경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단층군집은 SABU_1, 2, 3, 7, 8, 9, 10이다 

반면에 SABU 11에서는 경동이 전혀 예상되지 않는다. 그외의 군집에서 

이러한 성질을 도출하기는 어렵지만 경동의 시기는 SABU_10을 지배했 

던 지구조 사건과 SABU_11의 지구조사건 사이에서 있었을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층리의 경사방향이 거의 동서 (N95E)이기 때문 

에 0700 방향의 압축력을 갖는 SABU_11 사건의 영향하에서 이루어진 것 

으로 생각된다. 

3-2.2. 도원리 지점 mOWON) 

이 점은 중앙고속도로 의성 IC 근처의 야산 절개지에 위치한다. 구 

성 암석은 하산동층의 저색 이암과 조립질 장석질 사암으로 구성되며 층 

의 자세는 거의 수평이다. 이 지점에서 11개 단층군집이 분류되었으며 동 

축 지구조사건을 고려하면 크게 일곱 개 지구조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생 

각된다. 특정적인 방향으로 인장단열이 형성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 

향의 기존의 열극을 따라 특이한 열수광물이 충진되어 있다. 사건1 

mOWON_2)의 경우 인장틈 (tension gash)을 따라 석영이 충진되어 있 

고 사건 4의 경우는 주로 방해석 (극히 일부는 석영)이， 사건5에서는 주 

n 



Tectonic Compressional Extensional Tension 

Sequence Faults Faults Gashes 

” ‘-

T_7 끓뿔 
T_6 • 

~. “‘ 

T_5 혔훌 훨 
” ‘-

T_4 짧뽑 옳짧 
‘ • , ‘ 

T_3 쫓짧 활형· 
“ ‘ 

T_2 짧뭘 
.. “’‘· •• ‘· 

T_1 촬짧 蠻 뺀。 
그림 3-2.3. 도원리 지점에서 측정 · 분류한 단층 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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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도원리 지점에서 관찰된 지구조사건간 선후관계 . 

(a) 직접 표시에 의한 선후관계 (b) 행렬에 의한 선후관계표시 (Angelier , 

1991 b에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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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석영이 우세하나 부분적으로 방해석맥도 발견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 지점에서 구한 압축력 중심의 일곱 개 사건을 중심 

으로 지구조 사건을 기술하기로 한다. 기술의 편의를 위해 각각을 T_l , T_2 

동으로 기재하며 압축력 중심인 사건은 T_lc, T_2c 등으로， 인장력 중심인 

사건은 T_1e, T_2e 둥으로 표기 하기 로 한다. 

이 지점에서는 T 1e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정단층운동 및 주향이 

동이 있은 후 하산동층의 사암에 덮여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주향 N54W, 

경사는 북으로 750 정도이다. 이 위를 덮는 조립질 사암은 층 Cbed)의 연 

장성이 좋으나 하위에서 조립질 사암은 저색 이암과 단층 접촉한다 (그 

림 3-2.5). 이러한 퇴적동시구조 (syndepositional structure)는 군위읍 오 

곡리 중앙고속도로변에서도 발견된 바가 있는데 (Choi, 1996; 그림 

3-2.6,) T_1 사건이 하산동층이 퇴적되던 당시에도 존속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의미가 크다. 

T_1 사건이 투영된 최상위 암층은 봉양연 화전리 너덜 지점 

(NODOL site)에서 진주층 상부로 일직층의 거의 경계부에 위치하는데 

그 상위 암층에서 이 사건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뒤에 말할 우보면 이화 

리 지점은 일직층으로 구성되는데 T_1 사건이 발견되지 않는다. 결론적 

으로 말하면 T_1 사건은 하산동층과 진주층 퇴적 기간동안 또는 신동층 

군 퇴적기간 동안에 존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점에서는 단층 작용에 따른 전단 구조들이 측정되었는데 

DOWON_9, 11 군집 에 속한다. 이 를 이 용한 매몰심 도 (burial depth) 산 

출과 그 변화 및 침식율에 대한 설명은 제4장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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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도원리 지점에서 관찰된 퇴적동시구조 사진 (a) 및 스켓치 (b) . 

τ
 
ω
 



N 

åBrk 9얘y elllOøtone 

þ，에ght eanàetαne 

〔∞sr..e 9 '경Ined) 

nedàleh mudetone 

흘훌훌톨흥훌뚫흥 S 

암회색 미시암 

씻싫 
백액사암 

저색이암 

그림 3-2.6. 군위읍 오콕리 중앙고속도로변 하산동층 노두에서 관찰된 퇴적 

동시구조의 사진 (a) 및 스켓치 (b) 

- 76 -



3-2.3. 양지 리 지 점 (YA]D 

춘산면 양지리 양지저수지 옆 노변에 위치하는 이 측점은 가음단층 

이 바로 남측으로 통과한다. 구성암석은 춘산층의 셰일 및 사암과 판상으 

로 관입한 화강 반암으로 구성된다 (그림 3-2.7의 사진을 볼 것) . 층리는 

동서 방향 (N68W-N66E)의 주향과 북으로 약 150의 경사를 보인다. 

양지리 지점에서 는 여넓 개 단층군집이 존재하며 (그림 3-2.8) , 도 

원리 지점에서 설정한 두 번째 지구조사건의 T_2c부터 나타나는 점이 특 

이하다. 이 사건은 판상의 화강반암도 변형시키고 있다. 이전의 지구조 

사건 (T_1 , T _2e)은 춘산층 퇴적이전에 존속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가치가 있다. 

그림 3-2.7. 양지리 지점의 노두 사진 . 

Kcs 춘산층. Kgp : 화강반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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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양지리 지점에서 측정 · 분류한 단층 군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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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이 화리 지 점 (IHWA) 

이 지점은 우보면 이화리의 삼거리 북측 노변노두이다. 이 측점은 

우보단층이 바로 남측에 위치하며 구성암석은 저색 이암 및 사암이며 일 

직층 최상부로 상위의 후평동층과 경계부에 이웃하고 있는 지역이다. 층 

리는 동서방향의 곡면상의 단층을 경계로 자세의 변이가 심하다 (그림 

3-2.9). 

이 지점에서는 여닮 개 단층군집을 측정하였으며 (그림 3-2.8), 도 

원리 지점에서 설정한 두 번째 지구조사건의 T_2c부터 나타난다. T_l 사 

건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이 지구조 사건은 이 이전에 있었던 것 

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다. 이 지점에서는 크게 보아 세 그룹의 인장구조 

군이 측정되었다. 북서-남동 방향의 중성암맥군 (IHWA_5) , 북동-남서 

방향의 석 영 맥 군 (IHWA_7) 동서 방향의 방해 석 맥 군 (IHWA_9)등으로 대 

별되며 각각의 해당 지구조사건 당시의 (열수의) 온도상태를 지시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이 지점에서 T_2 (IHWA_4)에 속하는 NNW-SSE 방향의 열극은 

우수향이동을 한 뒤 이를 따라 중성암맥이 이에 거의 평행하게 관입하였 

으며 이후 이 관입면을 따라 좌수향 단층운동 CIHWA_8)이 있었다. 이는 

T_2 , T_3 , T_8의 시대분류에 아주 중요하다. 이화리 지점에서 판상으로 

관입한 화강반암이 백악기 불국사 화강암류에 속한다고 볼 때 T_2사건의 

영향을 받은 이 암체와 받지 않은 이화리 지점의 중성암맥은 시대적으로 

격차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이 두 암체의 시대사이까지 T_2가 존속했 

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T_3 사건당시에 이 주성암맥군이 형성되었으므 

로 이 사건의 연대를 아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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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이화리 지점에서 확인된 지구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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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 웅력장의 시대별 다l 

^ 계통 3-3. 지구조 

특성 (정단층형，주향이동단층 계통은 웅력장의 연구지역의 지구조 

주웅력축이 다른 단층군집들을 기 형， 역단층형) 선후관계로 나눈 각각의 

이상의 지구조 사건이 확인되었다. 연구 준으로 나눈 결과 최소한 14 개 

지역에서 대표적인 13개 지구조 사건간사이에 관찰된 선후관계를 행렬표 

로 요약하면 표 3-3.1과 같다. 

표 3-3.1. 연구지역의 지구조 사건들 사이의 선후관계. 

Posterlor 

』
。: 
α
 

coηIradicli’o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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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에서 대각선 왼쪽아래 부분에 나타난 수는 설정한 지구조 

사건계통과 모순이 되는 예들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4 쌍의 동축웅 

력 장 (coaxial stress fields) 사이 (표에 서 가， 나， 다， 라)에 서 모순의 예 

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계통상 인접한 두 동축 지구조 사건 사이에서 

부분적으로 공존했음을 지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표에서 A, 

B 모순의 예들은 이 연구에서 설정한 지구조 계통이 갖는 다소의 모순점 

으로 풀이된다. 

동축웅력장들이 부분적으로 공존했다는 사실은 이들을 한 묶음으로 

분류할수 있게 하며 도원리 지점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이들을 한 지구 

조 사건의 하위 응력장으로 취급하기로 하겠다. 이로써 연구지역의 지구 

조 계통은 크게 일곱 개의 지구조 사건으로 대분류 할 수 있다. 

연구지역에 분포한 최후기 암층은 불국사화강암류이다. 그러므로 이 

이후에 일어난 지구조 사건의 연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사정만으 

로는 불가능하다. 앞절에서 T_l 사건의 확정된 변형시기는 하산동층 및 

진주층 퇴적당시이다. 동서 인장력 (취성구조분석으로는 확인되지 않음) 

에 의해 형성된 낙동곡분에만 낙동층이 퇴적되었고 안동단층 이북에서는 

하산동층부터 쌓였다는 사실은 하산동층 퇴적기부터 지구조적 환경이 바 

뀌었다는 것을 전제한다 (후술 참조) .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T_l 사건이 

전에 동서 인장력을 가진 지구조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을 내비친다. T_2 

사건은 하양층군에서 불국사화강암 정치 시기까지， T_3 사건은 이후 화 

성활동과 관련된 시기일것으로 추정하였다. 

광역적으로 보아 옥천대내의 NW-SE 방향의 암맥군 또한 T_3 사 

건의 지구조응력에 의한 변형작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T_7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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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기 지구조 사건으로 지진초점기구(focal mechanisms of earthqu따(es) 

로 밝혀진 용력장과 동일하며 (Jun, 1993; 그림 3-3.1), T_7 사건이 현재 

까지 존속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면에서 중요성을 띤다. 시작 시점의 시 

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명확치 않다. 

제삼기 이후의 지구조 사건의 존속연대를 알기 위해서는 동해 (울 

릉분지) 지역에 대한 해양물리탐사자료 연구 결과를 활용해야하며 동해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뒤에 든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Schlüter & Chun (1984)의 자료를 이 용하 

여 이동영 외 (1995)는 양산단층의 북측 연장부를 추적해냈으며 NNE

SSE 방향의 양산단층에 평행한 우수향 주향이동 단층군과 이와 사교하 

는 NE-SW 방향의 정단층군의 존재를 해석해냈다. 이들 단층들은 선제 

삼기 기반암과 마이오세 퇴적층을 변형시키고 있다. 

이들로부터 구한 변형 타원 (strain ellipse) 또는 웅력 타원 (stress 

ellipse)은 연구지역에서 구한 T_4 사건의 주웅력축과 일치한다 (그림 

3-3.1a>. Park (1992)는 돌고래 1호공 주변의 물리탐사자료를 분석하여 이 

지역의 지질구조 및 지구조적인 특성을 제시했다. 이 지질구조에서 구한 

변형 타원은 T_5 사건과 주웅력축에 있어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림 

3-3.1b). 

돌고래 1호공 주변에 발달한 스러스트 단층들이 후기 마이오세에 

형성되었다는 사실 (Park. 1992)은 T_5 사건이 이 시기에 있었음을 밝혀 

주며 T_4 사건은 이 이전에 끝났음을 알려준다. Jolivet et al. (1989) 및 

Hall et al. (1995)의 북태평양 지역의 지구조진화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 

동 방향으로 웅직인 필리핀판이 한반도 및 일본열도에 근접한 현재 위치 

로 이통한 시기는 후기 마이오세 Oate Miocene)라고 하였다. 이 최종단 

계에서 필리핀판은 북쪽방향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이들은 추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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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지진 초점기구에 의한 현재 한반도 주변의 응력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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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동해지역에서 지질구조 해석을 통한 지구조 웅력장 추정. 

1. 향사. 2. 배사. 3. 주향이동단층. 4. 역단층. 5. 정단층. 6. 제사기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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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력상태 (T_4)가 T_5 사건 기존의 나타났듯이 돌고래 1호공에서 동해 

의 웅력 상태로 바뀐 시점을 추측하는데 원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존속하였고 T_5 사건은 다. 다시 말하면 T_4 사건은 중기 마이오세까지 

후기 마이오세 이후부터 존속하였던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Yoon & Chough (1995)는 울릉분지 서 측과 연 구지 역 동쪽 지 역 의 

해양물리탐사자료를 분석하여 남북방향의 습콕 및 이를 동반l한 스러스트 

단층들의 존재를 밝혔으며 (그림 3-3.lc), 변형작용을 받은 지층중 최상부 

퇴적층의 시대가 플리오세 최하부 (lowennost Pliocene)에 해당한다고 하 

였다. 이 변형작용은 우리가 설정한 지구조 사건 T_6에 해당하는 사건으 

이 사건이 있었음을 적어도 플리오세 하부에서는 말하면 로 본다. 다시 

지시한다. T_5 사건의 상한을 결정할 수 있는 사실로서도 중요하며 T_5 

사건이 후기 마이오세 기간동안에 존속하였음을 증명한다. 

현재로서는 이 사건과 최후기 (현세) 지구조 사건의 경계에 대해서 

문제는 해양물리탐사자료 못하다. 이 명확히 밝힐만한 근거를 갖고 있지 

해
 

통
 

을
 

드
 
。의 정밀한 해석과 최후기 사건에서 형성된 암맥군의 연대측정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한계점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잠정 

있은 지구조 현세에 '01 
^ 적으로 T_6은 플리오세에， T_7은 플라이스토세 

사건으로 다루기로 한다. 

선후관계， 동축 웅력장의 논의한 각 지구조사건의 표 3-3.2는 앞에 

등을 요약한 것이다. 아울러 각 지구조 

사건에서 동축 응력장들의 상호 선후관계 등이 설명되어 있다. 

존속연대 주응력축의 방향， 추정 

설정한 지구조 사건별 각종 열극자 

료와 그로부터 구한 고응력장 동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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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에서 3-3.8은 위에서 



표 3-3.2. 연구지역의 지구조 계통 및 추정 연대. 

지구조 사건 웅력장의 특성 주웅력축의 방향 추정 시대 

T_7 E ;;:: C 
ENE-WSE 압축력 플라이스토세 

NNW-SSE 인장력 및 현세 

T6 E>C 
E-W 압축력 

플리오세 
N-S 인장력 

T_5 C 
WNW-ESE 압축력 

후기 마이오세 
NNE-SSW 인장력 

T4 C = E (?) 
NW-SW 압축력 에오세(?)에서 

NW-SE 인장력 중기 마이오세 

T_3 C ;;:: E 
NW-SE 압축력 팔레오세에서 

NE-SW 인장력 에오세(?)사이 

T2 E>C 
N-S 압축력 하양충군퇴적에서 

E-W 인장력 불국사화강암까지 j 

T 1 E 능 C 
E-W 압축력 바램기(하산동충， I 
N-S 인장력 진주층)동안 

* C CompressÎon!압축웅력. E = ExtensÎon!인장웅력. >,= :선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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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T_l 지구조사건에서의 열극특성 및 고웅력장. 

N-S 인장력과 E-W 압축력 (주향이동단충형 용력장)이 이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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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T_2 지구조사건에서의 열극특성 및 고웅력장. 

E-W 인장력이 있은 뒤 N-S 압축력 (주향이동단층형 웅력장)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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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T_3 지구조사건에서의 열극특성 및 고웅력장. 

NW-SE 압축력 (주향이 동단충형 웅력 장)과 NE-SW 인장력 이 공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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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T_4 지구조사건에서의 열극특성 및 고응력장. 

NE-SW 압축웅력과 NW-SE 인장용력이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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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T_5 지구조사건에서의 열극특성 및 고웅력장. 

WNW-ESE 압축력중심의 웅력장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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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T_6 지구조사건에서의 열극특성 및 고웅력장. 

E- W 또는 ENE-WSW 압축웅력장과 N-S 인장 웅력으로 이루어짐 . 

% 



GUNWI_l1 

‘ .. 

IHWA.,.l1 VA.ι11 

그림 3-3.9. T_7 (최후기) 지구조사건에서의 열극특성 및 고웅력장. 

NNW-SSE 인장웅력과 ENE-WSW 압축 웅력으로 이루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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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지구조 계통에 의한 경동시기 추정 

Anderson (1942)이 제시한 것처럼 세 주응력축중에 하나가 (당시의 

수평면에 대해) 수직이라는 가정을 한다면 이런 방식의 응력장， 공액단층 

조 (conjugate fault set) , 층리면 사이에는 특이한 기하학적인 관계를 갖 

게된다. 한마디로 세 주응력축 중의 수직인 주웅력축과 층리면의 극점 방 

향은 매우 근접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주응력축과 변형작용 당시 지층의 

자세와의 기하학적인 관계는 어떤 단층군집이 경동 (tilting)되었는가 아 

닌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한지점에서 분류된 단층군집들의 이러한 관계 

를 분석함으로써 밝힐수 있다. 

앞서 논의 한 바와 같이 사부리 지 점 (3-2 절 참조)은 약 200 안팎의 

경사를 보인다. 지층면의 자세를 참고면으로 하여 단층군집을 경동시킬 

수 있다. 이때 공액단층조들의 자세， 주용력축의 수직여부 등으로 한 단 

층군집이 경동이전에 형성되었는지 이후에 되었는지를 판별할 수 있다. 

그림 3-4.1은 사부리지점의 중요 단층군집 (비교적 후기)에 대해 경 

동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작업을 설명하고 있다. T 4c의 단층군집에서 

공액단층조가 인정이되며 이로부터 구한 02축은 공액단층조의 교차점 및 

층리면의 극점과 매우 근접한다. 층리면을 중심으로 경동이전의 단층들과 

주웅력축을 복원한 결과는 앞서 설정한 경동판별조건에 매우 잘 부합한 

다. 그러므로 이 단층군집은 경동이전에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_6c, T_7e 에 속하는 단층군집 들도 이 와 마찬가지 인 데 T_7e 사건에 속 

하는 정단층중 일부는 경동복원 이후 전단방향이 반대로 되는바 이들은 

경동된 것이 아닐수 있다고 할수 있다. 이는 이 사건 당시에 이 지점의 

경동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 T_7c에 해당하는 단층군집은 경 

동이 없었던 것으로 판별된다. 결론적으로 이 지점의 경동은 T_7e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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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일어났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구조 사건별 지점별 경동여부를 판별한 결과는 표 

3-4.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4.1. 지점별 사건별 경동여부. 

싫t 구성암층 T 1 T2 T3 T4 T5 T6 T7 

압수 하산동층 +(?) +(?) +(?) 

만리리 하산동층 0 -/0 0 

4- 닙 。l 하산동층 + 

사붓 하산동층 0 

금당리 낙동층 + 

개천지 하산동층 0 0 

가매골 하산동층 + + 

닥동 
선백악기 

(+) (-) (-) 
화강암 

사부리 진주층 + + + + + +/- +/-

너 덜 진주층 + +/-

화전리 하산동충 0 0 

송현동 
낙동층/ 

+ 
하산동충 

도원리 하산동층 

군위 낙동층 + + + +/0 + 

양지리 
사곡충/ 

+ + + + + 
화강반암 

상송리 화강암 

이화리 일직층 + + +/- + 

수기령 화강암 

노귀재 춘산층 + 

(+ 경동 경동 안펌. 0 : 결정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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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t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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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πhout tilting re6toration I After tilting re6tor검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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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6 

T4c 1 -1//쨌4-~깅，..-4) f- --1 /' /'￥V / --/l- I tiκed 

o 19 Q.O빼 

N N 

T 6c I -{뼈X/J.蘇휴\n\ ” • -nt\뻐 /빠류‘바\ 뉴 I tilted 

D ’“ o.lU1 
N N 

T 7e 내.fJHIf윷+/ U --1\J !7M:Y / 뉴 I ti比ed

o 16 0.>>7 

T 7c 끼 야드같굶f+二=품냥"" ~τ~는긍긍7낀느튼~ nottilted 

그림 3-4.1. 사부리 지점에서의 주요 단층군집에 대한 경동여부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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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는 이렇게 하여 추정한 결과를 경동방향 (지층면의 경사방 

향)과 경사， 시기둥으로 표시한 그림이다 T_6 사건 이전에 경동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은 군위읍 사직동， 안계면 가매골， 도덕리 개천지 등의 지점이 

다. 군위 지점에서는 T_5까지의 단층군집들은 경동되었고， T_6의 단층군집 

은 경동되지 않았다. 안계면 가매골에서는 특정적인 두 그룹의 인장구조 

Ctension gashes)들이 발달하는데 하나는 T_1에 또다른 하나는 T_4에 속한 

다. 후자는 부분적으로는 경동이 인정되나 일부는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이 지점에서는 이두 사건만이 기록되고 있는데 아마도 T_4 사건중에 경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많은 경동이 추정되는 사건은 T_6 C 동서 압축력)이다. 거의 모든 지점 

이 시기에 속하는데 경동시점은 이 사건 말미이나 T_7e 사건 직전 또는 벽 

두에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단층들의 운동에 따라 이들 경동이 이러 

났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소단층들의 운동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동은 대부분 동서방향으로 일어났고 부분적으 

로 북쪽 방향으로 일어나기도 하였다. 동서방향의 경동은 광역적인 습독작용 

의 영향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남북방향의 점곡 향사). 보다 넓은 지역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통해 종합적 경동의 의미를 밝혀야 할 것이다. 

앞서 말한 봉양면 사부리 지점에서는 이와는 달리 T_7e 사건중에 일어 

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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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 방향과 시대. 

경동.2. T_7 사건중 또는 말기에 있은 경동. 

경동. 4. 경동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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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연구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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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_7 사건이후에 



3-5. 도원리 지점의 매몰섬도 변화 

단층이동자료 (fault slip data)로부터 역산을 통해 구할수 있는 것 

은 주웅력축 (principa1 stress axes; 01 ~ 02 능 03) 과 웅력차비 (stress 

difference ratio) φ(02-03)/(01-03) 뿐이다. 마찰선올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Mohr diagram에서 마찰선은 원점올 지나기 때문에 원점의 위 

치를 안다는 것은 03의 상대적인 비율 a=0:/(01-03)를 구할수 있다 

(Byerlee, 1978; Hoek & Brown, 1980; Hoek & Bray, 1981). Sassi & 

Carey- Gailhardis (1987)는 시율레이션을 통해 조건올 변화시켜 적절한 

마찰법칙 (friction law)을 찾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Angelier (1989)는 

단층면들의 분포가 단층면상의 마찰법칙에 따라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들의 분포 최하위선을 채태하여 마찰선을 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Choi et al. (1995)는 마찰선을 구하기 위 해 단층작용에 수반되 어 형 

성된 전단구조를 이용하여 마찰선을 쉽게 구할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 

림 3-5.1). 마찰선과 Mohr circle, 전단각 (shear angle)은 암석 역 학 시 험 

을 통해 구한 Mohr 봉합선에 적합시킴으로써 자연상태의 고웅력을 복원 

할 수 있게된다 (그림 3-5.2). 

연구지역 중 유일하게 봉양면 도원리 지점에서 단층작용에 수반된 

전단구조 (특히 인장구조)를 다소 측정 할 수 있었다 (그림 3-5.3a). 특히 

최후기 두 지구조 사건에 대해 이들 인장 전단구조를 이용하여 마찰선을 

구할 수가 있었다 (그림 3-5.3b). 그림 3-5.3c는 인장열극과 이동방향의 

T_6 사건 (DOWON_9)에 있어서는 측정오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T_7 

사건 (DOWON_ll)에서는 오차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자에 있어 오차는 10내외이고 전자의 경우에는 100안팎인 경우도 

있다. 이는 T_6 사건중에 단층변을 따라 일어난 회전에 기인 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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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l. 마찰선을 구하는 과정. 

(a) 인장틈 형성과정. 0 단층변에 작용하는 웅력. 0 ‘ 마찰력이 작용한 뒤 조정된 웅력 . 

ON 수직웅력: τ : 전단웅력 . U : 마찰계수. Y : 전단방향과 인장틈사이의 각. (b) S자형 인장틈이 형성에 대한 모식도. 
(c) 모어원에 도시한 마찰력이 작용한 이후의 각각의 제원 . (d) 단충이동자료로부터 구할수 있는 모어원. 
03의 지 분은 구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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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단층이동자료를 이용한 매몰심도 계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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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 도원리 지점에서 마찰선을 구한 결과. 

(a) 단층이동자료. (b) 모어원 및 마찰선을 구한 결과 (c) 마찰선에 대한 각 
각의 인장틈의 오차 (d) 인장틈 (tension gash) 형성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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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측정오차 심해서 오는 것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모어 봉합선을 구할때 암석강도시험은 대개 intact strength를 구한 

다. Bergerat et al. (1982)은 탄성 구간의 항복점 에 서 의 강도를 적 용하는 

것이 자연상태에 근접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Hoek & Brown 

(1981)도 볼 것).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점올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며 

모어 봉합선을 구하는데 인장강도의 절반값 탄성구간에서의 단축압축 항 

복강도만을 채택하였다. 삼축압축강도에 대해서는 탄성구간을 구하는데 

실패하였으며 (장비의 문제) 차후에 이 시험을 다시 하여 정확한 산출후 

그 결과를 보완할 예정이다. 

현재 각각 5개 시료씩에 대해 단축압축강도， 삼축압축강도， 인장강 

도 시험을 하였다 (그림 3-5.4a). 단축압축시험에서 얻은 웅력-변형콕선 

을 이 용， 단축압축 항복강도 (yield resistance to uniaxial compression)를 

구했다. 이 단축압축 항복강도와 위의 세종류 실험에서 구한 마찰각， 인 

장강도 평란의 절반을 적용하여 Mohr 봉합선을 구했는데 (그림 3-5.4b) 

이는 intact strength보다 자연상태에서 일어나는 변형상태에 근접한다고 

가정된다. 

이렇게 하여 얻은 모어 봉합선에 앞서 구한 모어 원과 마찰선， 아울 

러 단층면에서 인장에 의한 틈형성 조건 (-1: sin Y 값과 0’이 이루는 모 

어원의 파괴조건) 둥을 적용하여 합치시켰다 (그림 3-5.3을 볼 것). 그림 

3-5.5 및 3-5.6은 이렇게 합치시킨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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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 모어 봉합선을 구한 결과. 

(a) Intact strength에 의해 구한 모어 봉합선. (b) 탄성구간의 단축압축항복 
강도 및 인장강도의 절반을 적용해 구한 모어 봉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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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 T_7 사건 mOWON_ll)에 대해 자연웅력 크기를 구한 결과. 



표 3-5.1는 이렇게 얻은 결과의 값들을 보여주며 도원리 지점에서 

는 플리오세에는 3.3km 현재 지구조 사건이 가장격렬했던 시기에는 2 

km의 심도아래에 위치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5.1. 자연웅력 텐서 산출 결과. 

지구조 
01 axlS 02 aXlS 03 aXlS φ 

매몰 

사건 
d 01 02 03 

심도 

T_6 267 02 095 88 357 m 0.22 0.12 305 MPa 93 MPa 33 MPa 3.3 km 

T_7 057 04 290 84 147 05 0.24 0.06 193 MPa 55 MPa 11 MPa 2 따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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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가음단층계 및 이 지역에 분포한 

c.l-츠득 01 드i프늠 토르A게 
L..! ‘:> --"1 L!.. C그 -, 0 

이 장에서는 연구지역에 분포한 단층들의 기하학적인 특성을 설명 

함으로써 웅용지질학적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며 각단층의 운동특성， 운동 

시기 둥을 설명키로 한다. 

4-1. 백악기 말엽의 주향이동단층 

이 단층그룹은 남북 방향의 압축력이 우세한 시기에 형성된 단층들이 

다. 북동-남서 방향의 좌수향 낙동단층과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우수향 신평 

단층 둥이 속한다. 이들 단층은 플리오세 (?) 좌수향 가음단층계에 의해 모 

두 변위되었다. 

4.1.1. 닥동단층 

낙동단층은 그림 4-1.에서 보듯이 (1) 닥동층과 선백악기 기반암의 경 

계， (2) 다인면 지역에서 낙동층군의 만경산층원과 금당리 층원의 경계 ， (3) 

후자와 하산동층의 경계를 좌수향으로 변위시킨 단층이다 

4.1.2. 신평단층 

신평단층은 신평면 교안리 일대에서 지형 열개구조 ( topographic 

pull-apaπ)를 형성시키고 있으며 (그림 2-4.3) , 신평면과 안평면을 잇는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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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을 통과하는데 도로 서측사면에서 도로면 (단층)올 따라 Riedel 전단구 

조 R과 R’형성되어 있다. 후자의 전단구조는 얼마간의 이동이 인정되고 있 

으며 규칙적으로 분포하고 전자는 이서쪽 암체로 연장성이 없이 평행하게 

발달한다. 이 전단구조는 우수향올 지시한다. 도로 동측 사면에서는 어떠한 

구조도 확인되지 않는다. 남측 말단부에 근접한 군위읍 상곡리 후음지 부근 

에서는 이 단층의 연장부에서 단열엽리 (fracture foliation)를 보여주는데 부 

분적으로 확인가능한 단열면에서 우수향 운동올 지시한다. 

4-2. 안동단층계 

4.2.1. 안동단층 

안동단층은 선백악기 기반암과 경상누층군사이를 구획짓는 경계단층으 

로 정의된다. 간혹 ‘안동드러스트’， ‘안동 충상단층’ 둥으로 기재되기도 하였으 

나 스러스트의 범주에 들지 않고 역단층운동 뿐만아니라 다른 운동이 예상 

되기 때문에 단순히 ‘안동단층’으로 부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상주도폭 (김상 

욱외， 19 )에서는 ‘목하리단층’ (상주시 묵하지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광역 

적인 의미에서 이 단층은 하나의 단층 (선백악기 기반암과 경상누층군의 경 

계단층)으로 기재되어야 하나 실제로 약 세 개 이상의 역단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Choi (1996)는 초기에 의성소분지 지역에서 존재가 인정되는 낙동곡분 

의 형성과 관련하여 안동단층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천지도폭 지 

역에 노출된 선백악기 기반암위로 신동층군이 분포되지 않고 곧바로 하양층 

군의 일직층 (백자동층으로도 불렸음)이 퇴적되었다. 이는 서측의 신동층군 

이 더 이상 분포하지 않는 경계가 천지동 기반암 서측에 있었고 천지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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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암으로 Horst, 낙동곡분은 Graben 또는 semi -graben이었을 가능성을 시사 

한다. 이러한 남북방향의 독분 형성을 위해서는 동서인장력 또는 남북압축력 

이 있는 응력장에서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동단층이 이러한 콕분의 

북쪽 경 계 노릇을 했다면 안동단층은 transfer fault이 다. 

신동층군이 퇴적되던 당시 전 기간동안에 이러한 경계단층 노릇을 했 

을까에 대해서는 몇가지 의문점이 있다. 안동단층 북쪽에 자리한 예천군 지 

보면 어신리， 본포리 일대， 지보리 일대， 다인면 양서리 일대에서 낙동층이 

아닌 하산동층이 기반암위에 직접 퇴적되어있다. 낙동층 퇴적기 동안에 안동 

단층이 transfer fault였을 가능성이 인정되지만 하산동층 퇴적기에는 이러한 

단층으로 보기 어렵고 잠두단층 (blind fault)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지구조사건 복원과정에서 밝혔듯이 하산동층 퇴적당시에는 동서 

인장력이 아닌 남북인장력이 작용했음을 퇴적동시 구조들을 통해 찾아냈다. 

이 지구조 변화를 통해 안동단층은 더 이상 낙동곡분의 경계 단층 (transfer 

fault)으로 머 물지 않은 듯하다. 

안동단층 운동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안동시 풍천면 일대에서 단층끌림 

의 기하학적인 변화를 분석하였다. 풍천면 광덕리 일대에서 층리의 자세변화 

를 추적한 결과 백악기 반려암체에 인접한 진주층이 역전되어 있으며 남측 

으로 가면서 수직층이었다가 북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보이는 층리를 보여준 

다. 단층끌림은 단층에 인접한 약 150m 구간에 형성되어 있으며 이남에서는 

북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보이는 것에 그친다. 그림 4-2.1에서 광덕리 지역에 

형성된 단층끌림을 해석한 결과 단층은 북으로 경사를 갖는 역단층으로 판 

명이 되었다. 

풍천면 병산리 일대에 형성된 단층끌림 또한 동서 방향의 역단층임을 

보여 주며 안동시 남후면 하아리 (재궁못)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에서 일직층 

의 자세변화는 안동단층에 의한 단층끌림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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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풍천면 일대의 안동단층에 수반된 단층끌림 및 분석결과. 

PC: 선백악기 기반암. Ksh: 하산동층 Ksj: 진주층 Khil: 일직충. Khu: 후평 
동층. Kga : 반려암 Qa: 충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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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균 외 (1988)는 이 단층올 곡면상 정단층 Oistric fault)으로 해석하 

였다. 단층 인접한 곳에서 풍천면 광덕리에서 나타난 양상의 지층올 역전시 

킨 단층끌림이 관찰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해석오류로 생각한다. 하아 

리 지역에서 보듯이 단층끌림이 명확히 존재하기때문에 이는 역단층으로 해 

석되어야 한다. 병산리 일대에서의 단층끌림을 분석한 결과는 북쪽으로 경사 

된 급경사의 역단층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 세 지역과 달리 하회리 지역에 형성된 단층끌립은 북동-남서 방향 

의 단층운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4.2.2. 임봉산단층 

길안면 백자리， 금곡리 일대에 분포하는 쥬라기 화강암체는 후평동층 

및 점곡층위로 충상하였으며 후기에 관입한 백악기말 석영반암이 정치되면 

서 동측 부분이 잠식되었다. 임봉산단층은 후기의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좌 

수향 황학산단층에 의해 변위가 되었다. 그림 4-2.2는 금곡리 임봉산일대 쥬 

라기화강암이 점곡층을 충상하는 지점에서 점곡층의 자세변화를 이용하여 

엄봉산 단층의 이동벡터를 구한 것이다. 단층끌림을 분석한 결과 역단총임 

확인되었다. 

4.2.3. 안동단층계의 활동 시기 

소위 ‘목하리단층’은 낙동단층에 의해 동측의 안동단층과 구별된다. ‘목 

하리단층’과 안동단층이 낙동단층보다 먼저 형성된 같은 연장의 단층이라고 

한다면 낙동단층은 우수향 단층이었어야 하나 실제는 좌수향단층이었다. 다 

시 말하면 낙동단층이 먼저 생기고 이 단층의 영향으로 안동단층의 분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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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임봉산단층에 수반된 단층끌립 및 전단대의 이동벡터. 



제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안동단층의 형성시기가 T_2 

사건에 관련된다면 말기에 일어났올 것이고 적어도 이 이후 사건에서 일어 

났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안동단층과 임봉산단층은 유사한 시기 같은 지구조 사건에 의해 형성 

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구한 광덕리 병산리 엄봉산 일대의 단층끌림은 

분석 결과는 이들 단층이 북서-남동 압축력에 의해 일어났올 가능성을 시사 

한다 CT_3 사건) . 풍천면 광덕리 일대의 반려암은 안동단층의 운동에 영향올 

받았으며 임봉산단층은 석영반암에 의해 단층연장이 잠식되었다. 

이 반려암체 및 길안면 금곡리 일대의 석영반암의 절대 연령은 안동단 

층계의 운동 시기 및 T_3의 시기를 구획할 수 있을 것이다. 

풍천면 하회리 일대의 북동-남동 방향의 역단층은 시대적으로 후기인 

것으로 생각되며 가능한 웅력축만을 볼 때 T_5에서 일어난 역단층이 아닐까 

추정된다. 

4-3. 가음단층계 

가음단층계는 가음， 금천， 군위， 우보， 신령 팔공산 단총동의 비교적 

큰 단층들과 자락단층 황학산단층 동 다소 작은 단층들로 구성된다. 의 

성소분지 지역을 벗어나 죽령단층， 수안보를 통과하는 단층 (명명이 없 

음) , 부곡단층， 진전단층 (엄정웅외 1991) 등이 이에 속한다. 

연구지역에서 가음단층계는 북서-남동 또는 남-북 방향의 단층들을 

변위시키고 있다. 서쪽으로부터 닥동단층 (김영기 외， 1977), 비안단층， 신 

평단층， 도원단층 등을 좌수향으로 변위시키고 있다 (그림 2- ). 연구지역 

의 주요 단층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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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가음단층 

이 단층은 장기홍외 (1977)의 구산동 도폭 조사 결과 단층의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되어 명명되었다. 구산동 도폭 조사자들에 의하면 가음단층은 

1-2.5 km의 변위를 갖는다고 하였다. 서측으로는 봉양면 도원리 (또는 화전 

리) 하천변까지 연장되고 (장기홍 외， 1981), 동쪽 끝은 명확히 보고되지 않 

았으나 이병주외 (1993)는 이 단층이 기계도폭 지역까지 연장됨올 밝혔다. 

앞서 지형조직 분석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가음단층은 도리원 서측으 

로 안계， 단밀을 지나 상주시 지역까지 연장된다. 이 단층은 의성 소분지 지 

역에서 신동층군의 분포를 변화 시킨 불연속면이다. 단층 남쪽에서 신동층군 

은 대개 남북주향에 약 10-200내외의 경사를 보이며 북쪽에서는 북서방향으 

로 완만한 경사를 보이다가 안동단층에 인접한 지역에서 이 역단층의 영향 

으로 단층끌림이 형성되어 있다. 풍천면 광덕리， 하회리 일대에서는 지층이 

역전되기도 한다. 

봉양면 도원리 고속도로변에서 가음단층 통과지점은 하산동층의 퇴적 

계보 (sedimentary sequence)가 서로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경계로 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3.1은 이 지점의 사진과 스켓치이다. 백색의 조립질 

사암 단위가 북측에서는 다수 어느정도의 두께로 나타나나 남측에서는 이 

사암층이 앓게 나타난다. 이는 남측과 북측 사이에 불연속선 (단층)이 있음 

을 보여주며 그외의 단변에서 이러한 정도의 큰 변위를 예상할 수 있는 노 

두는 발견되지 않는다. 

지층의 기하학적인 자세변화가 있었던 시기를 추적하기 위해 각 사건 

에서 구한 주응력축의 궤적을 그려 그 변화 양상을 추적하였다. 그림 4-3.2 

에서 T_le 사건의 03 축 궤적은 가음단층을 경계로 꺾여있음을 확인할수 있 

다. 반면 T_1c 사건의 01 축 궤적은 다소 평행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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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사건인 T_2c 사건의 01 축 궤적과 T_3 사건의 웅력축 궤적들은 가 

음단층올 경계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신동 

충군의 분포가 달리 나타난 시점은 T_1 사건 기간중으로 아마도 신동층군 

퇴적 말기나 직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주응력축의 변화는 좌 

수향운동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성지역에 대한 고지자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음단층계의 좌수향 

주향이동에 의한 회전은 아주 없었거나 미미했음을 밝혀 주었다 (김인수 외， 

1993). 가음단층은 앞서 말한 낙동단층， 신평단층 비안단층 둥을 자르나 단층 

끌림을 형성하진 않는다. 이와 평행한 의성단층의 경우에도 신평면 교안리 

일대에서 신평단층의 북측 말단부 지형 열개부를 자르나 끌립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신동층군이 가음단층을 경계로 한 자세변화의 시기가 신동층군 퇴적 

말기 또는 직후였다는 사실과 그이후 가음단층계의 좌수향주향이동에 의한 

어떠한 자세변화도 없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양상과 잘 일치한다. 

가음단층의 주 운동시기는 금성산， 북두산， 화산 칼데라를 변위시킨 시 

기라고 할 수 있다. 장기홍 외 (981)의 군위도폭에 따르면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여러개의 습곡이 발달하는데 이 습독축은 가음단층 가까운 곳에서 

도 확인이 되는바 이 단층에 의해 습콕축이 변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음 

단층 남측에서 습콕축들은 풍화대에 놓이거나 충적층에 덮여 확인하기 어렵 

다. 습곡축들의 방향으로 보아 이 습곡은 T_5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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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봉양면 화전리 (도리원) 지역에서 가음단층 통과 지점. 



금성산 칼데라 남측 가음면 수정리 일대 현무암과 신양동층 경계부를 

추적한 결과 이 경계면도 습곡작용을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금성산 

화산암체가 자리잡은 뒤에 습곡작용이 있었음올 밝혀주는 것이며 뒤에 T_6 

사건에서 가음단층에 의해 습곡축마저도 변위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가음 단층의 주 운동시기가 T_6 사건 (동서 압축력 남북 인장력) 기간동안 

에 일어났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뒤에서 설명할 좌수향 자락단층은 북동-남서 방향의 비안단층에 의해 

절단되었으나 지형조직분석에 의하면 가음단층에 의해서 변위된 것이 인정 

된다. 단층운동에 변위된 최후기 암층이 불국사 화강암류이기 때문에 가음단 

층의 운동 시기는 백악기 말엽 이후 어느 시기라는 사실밖에는 이 지역에서 

밝혀진 게 없다. 다만 지구조 사건의 관점으로 보아 플리오세의 T_6 사건에 

서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4.3.2. 의성단층 

이 단층은 다인면에서 동쪽으로 신평면， 위성읍， 사곡면 및 현서변 

에까지 연장된다. 사콕면 일대는 이 단층의 동측 말단부로 앞서 말한 바 

와 같이 지형열개가 형성되어 있으며 신평면 교안리 지역에서 신평단층 

의 북측 말단부에 형성된 지형열개 (pull-apart)를 변위시키고 있으며 춘 

산면 일대의 단층 동측 말단부에서 또한 지형열개를 보여 주고 있다. 

4.3.3. 금천단층 

구산동 도폭 (장기홍 외， 1977) 및 군위 도폭 (장기홍 외， 1980) 정 

의되었으며 서측으로 안평면 ， 다인면， 풍양면을 지나 상주시 이안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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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가음단층 주변에서 사건별 웅력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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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창도폭)에서 기재된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에 연결된다. 동쪽으로는 현 

서면， 기계읍까지 연장된다. 이 단층은 금성산 칼데라를 변위시키고 있으 

며 도폭조사자들에 의해 650-1000 m의 변위를 갖는 좌수향단층으로 기 

재되었었다. 

지형분석결과 다인면 덕미리지역에서 닥동단층을 좌수향으로 변위 

시키고 있으며 다인면 평림리 사붓 마을 북측 노변을 통과하는데 이 고 

개에서 규칙적인 Riedel 전단단열 (R)을 발달시키고 있다. 

4.3.4. 자락단층 

비안면 안정리에서 자락리를 지나 산제리까지에서 연장이 확인되는 

이 단층은 자락리 동측 저수지 부근 노변 노두에서 단층면이 관찰된다. 

단층대는 5 cm이하의 폭으로 발달하며 하산동층의 백색 조립질 사암과 

저색 또는 암색의 셰일이 직접 단층 접촉하는 양상올 관찰할수 있다 (그 

림 4-3.3) . 단층변에서 이 단층은 좌수향운동을 했음올 지시한다. 백색 조 

립질 사암단위는 비교적 두껍게 나타나는데 단층북측의 이 단위는 저수 

지 부근 (앞서 말한 노변노두의 서쪽)에서 단층의 북측에 나타난다. 총준 

을 비교하면 단층의 변위는 약 100m 내외로 추산된다. 지형분석 결과 이 

단층은 북동-남서 방향의 비안단층에 의해 우수향으로 변위되었으며 이 

비안단층은 다시 가음단층에 의해 좌수향으로 변위되었다. 비안단층이 가 

음단층계의 주 이동이 있던 지구조 사건에서 형성되었다면 자락단층은 

이들과 같은 시기로 볼 수 있으나 비안단층이 가음단층계와 다른 사건에 

서 형성되었다면 자락단층은 T_1 사건에서 운동이 있었다는 것이 적절하 

다. 현재로써 비안단층의 형성 시기가 불확실하며 이의 단정은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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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자락단층이 야외노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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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우보단층 

우보 단층은 선산도폭의 도개면 다곡리 일대의 백악기 화강암체를 약 

300 m 정도 좌수향으로 변위시키고 있으며 화산 칼데라에 형성된 원형암맥， 

원형단층올 좌수향으로 변위시켰다. 이 단층 또한 다른 가음단층계 단층들처 

럼 유천층군의 화산암류， 백악기 화강암류들을 변위시켰다. 우보면 이화리 

지점， 우보단층에 이웃한 노두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정단층이 발달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우보 단층이 부분적으로 정단층운동올 했을 가능성을 내비친 

다. 

4.3.6. 신령단층 

원종관 외 (981)에 의해 명명되었으며 구미시 선산읍에서 장천면， 군 

위군 효령면， 부계면， 영천시 신령읍， 청통면 지역 까지 연장이 확인된다. 도 

폭 조사자들에 의해 이 단층은 좌수향 단층으로 기재되었다. 

이 단층은 신령면 백학리 지역올 통과하는데 (백학리 기사식당) 단층 

끌림의 기하학적인 분석 결과 우수향 단층임이 확인된다 (그림 4-3.4). 단층 

연올 따라 중성암맥이 정치되었으며 이 관업암과 퇴적층의 경계면을 따라 

재차 재활성되었으며 이때에 좌수향운동이 있었다. 신령단층 통과지점들에서 

이 단층은 대개 좌수향 단층으로 밝혀졌다. 우수향의 단층끌림이 형성되었다 

는 것은 이 단층이 최초로 형성된 것은 T_6이 아닌 T_3 지구조 사건의 영 

향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신령읍 봉화재 북측 노변에서 최소한 

50 cm 이상의 단층 각력암이 노변에 평행하게 나타나있다. 

부계면 명산리 세락골 일대 고개를 통과하는데 북측 사면과 남측 사면 

의 약간의 층서적 차이말고는 큰 운동의 흔적을 보이지 않는다. 그림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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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백학리 지역 신령단층의 야외노두사진 및 단층끌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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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이 단층에 인접하여 식생을 자르는 비교적 최근세의 재활성이 있었던 

것이 관찰되었다 (그림 4-3.5). 

4.3.7. 가음단층계와 양산단층계의 운동양상 및 시기 종합 

대부분의 가음단층계 단층들은 T_6 사건에서 운동이 활발했었다고 본 

다. 반면 가음단층은 신동층군의 분포를 다르게 하는 경계단층의 노릇을 하 

기도 했는데 이 시기는 용력축궤적에 의한 추적작업에 의하면 신동층군퇴적 

말기 또는 직후로 밝혀졌다. 신령단층은 초기에 우수향단층 이후 좌수향단층 

으로 재활성되었으며 국지적으로 현재에도 활성의 흔적이 보인다. 

김종렬 (1988)은 안강지역에서 양산단층의 단층대를 가음단층계에 속 

하는 단층이 자르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이병주 외 (993)는 가음단층계가 

양산단층의 운동보다 먼저 일어났다고 주장하였다. 현재로써 이들 두 단층계 

의 선후관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주요 단충들이 양산단층 이서에서 멈추어 발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양산단층이 가음단층계의 발달을 부분적으로 제어했거나 앞서 본바 

와 같이 울릉분지와 의성소분지를 연결하는 지역에 열구조학적 (ther 

mo tectoniC>인 변형작용이 있어 양산단총 부근이 용력장 형태가 변화하는 

지점이었올 가능성도 있다 (Choi, 1996; Gough & Gough (987) 및 Aubouin 

(990)도 볼 것) . 현재까지의 연구들에 의하면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 제삼기 

포항분지 퇴적층에도 남북방향의 스러스트가 형성되어 있다 (이병주와 송교 

영， 1993). 반면 양산단층 주변에서는 이 지구조 사건의 영향으로 생긴 어떤 

큰 단층도 형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특성은 양산단층과 가음단층계의 직접적 

인 선후관계를 찾는데 실패케 한 요인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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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명산리 세락골 자역에서 재활성된 신령단층의 노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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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조직의 변위 여부로만 본다면 변위가 있는 가음단층계가 변위가 

없는 양산단층보다 후기라고 할 수 있다. 해양물리탐사 결과들을 종합한 변 

형타원 구성결과에 의하면 양산단층의 주운동이 있었던 시기는 가음단층계 

보다 앞서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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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지하수 부존 특성 

균열암반에서 수문지하지질매체에 대한 정보는 일반적인 충적대수층， 

즉 입자간 간극율올 보유하는 미고결 암석에 비하여 매우 복잡한 것이 알려 

져 있다. 이는 유체흐름을 지배하는 매질의 성격을 정의하는 어려움으로부터 

적절한 유동개념을 확립하는데 따른 어려웅， 지질매체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 

는 난점， 유동개념에 맞는 매개변수를 획득하는 기술적인 부문의 어려움 등 

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균열암반에서 지하수 둥 유체에 대한 유동해석올 위해서 다 

공질 매질에서 확보된 기술적 기법을 바탕으로 하는 동다공성매질 

(Equiva1ent Porous Medium EPM) 모형 (Snow, 1969; Long et 머.， 1982; 

Endo et 머.， 1984; Long and Witherspoon, 1985; Berkowitz et 머.， 1988)과 

석유공학적 저유량， 산출률에 바탕올 둔 이중공극 (Dual Porosity: DP) 모형 

(Warren and Root, 1963; Odeh, 1965; Kazemi, 1969; Huy하wm et al., 1983; 

Moench, 1984) 동의 연속체 모형 (Continuum Model: CM)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균열의 통계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개의 단열특성올 

통계적으로 또는 추계론적으로 접근하려는 분리단열망 (Discrete Fracture 

Network: DFN) 모형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삼차원상 DFN 모형의 개발 

은 개념모형의 난점 해결과 더불어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발달과 

함께 병행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범용화된 삼차원 

모형의 개발은 난망한 실정이며 주로 연구용 모형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Long et al., 1985; Shapiro and Anderson, 1985; Elsworth, 1986; Robinson, 

1986). Table 1.1은 주요개념모형과 활용상의 특성， 적용상의 대수층 특성과 

모델활용에 관한 가능성을 설명해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DFN 개엽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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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수준에서 지질매체 특성화를 위한 자료획득과 해석올 위한 다수의 기술 

적 문제검증이 자원연구소와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진행중에 있다. 

금년도에는 균열암반내의 지하수분포와 지질구조와의 상관관계를 재검 

토함에 의해 지하수 탐사과정 및 대수층의 평가방법을 재정립하고， 이를 안 

동-군위지역의 지질구조도와 지하수관정 위치와 비교검토함으로써， 열극해석 

을 지하수탐사 및 지하수 유동관계추적에 적용해보는 데 그 목표를 두었다. 

표 5-1. 균영암반내 대수층의 특성과 개념모델 적용도. 

개념 모형 대수충특성 활용가능성 기타 

등다공성매질 모형 
소규모 절리군이 주률 이 대수층 규모의 저유량 

모의 단계의 

(EPM) 
루고 통계적 특성이 명확 또는 물수지 분석과 대 

편의 
한 대수층 규모 용질이동 모의 

이중공극 모형 
단열과 기질의 평균적 특 대수층 또는 부지 규모 

산출량， 저유량 
성의 기술이 가능한 대규 의 적정 산출량 추정 및 

(DP) 
모 대수층 물수지 분석 

개념의 활용 

분리단열망 모형 주요 단열의 기술이 가능 지하 시설물 활용과 소 
기술적 난점 

CDFN) 한 소규모 대수층 규모용질이동모의 

복합 연속체 불규칙한 특성의 소규모 
소규모 또는 대규모의 

-분리단열 모형 저류층이 광범위하게 분 
용질이동과 불규칙한 수 

개념적 난점 

(HCD) 포하는 대수층 
리특성을 가지는 대수충 

의 특성화 

균열암반내 지하수이동모의는 대수층 평가로부터 개념모형정립， 수학적 모 

형설립과 수치모의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대수층평가는 모든 모의 과정 

에서 가장 선행되는 단계로 다시 탐색단계와 평가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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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수층 탐색 

5-1.1. 배 경 자료 (Background Data) 획 득단계 

대수층평가를 위한 탐색단계의 최초 시발은 문헌조사 동을 통한 기조 

사 자료의 확보와 야외에서의 인지단계를 거쳐 야외활동을 통한 자료확보와 

구체적 탐색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Brassington, 1988; Harlan et al., 1989). 

최초 문헌조사는 지형도， 지질조사보고서， 항공 및 위성사진확보， 토양이용현 

황， 강우 및 증발산 자료 등을 파악하는 것과 가능한 법제적 통제권한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과거 및 현재의 지하수 이용 

현황과 지표수문자료의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문헌조사단계를 거쳐 야외의 현장에 접근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인지하여야할 것들은 야외 지질학적 기재내용이 주를 이루며 식생과 

토양분포， 지형적 특색을 고려한 함양지역과 배수지역， 지질구조적 특색과 

암상， 충적층의 깊이， 이전의 조사흔적 등이다. 이와 더불어 계속적인 야외조 

사를 위하여 현장의 상황 및 위치， 접근방법을 자세히 기재함이 좋다. 이러 

한 인지단계를 통해 대략적 상황을 종합한 후 최초로 확보되어야 할 자료는 

정밀지질도 및 구조도， 항공 및 위성자료를 이용한 선구조 판독， 지하수의 

지화학적 특성， 지구물리탐사를 통한 지질매체의 이상 둥이다. 그러나， 단순 

한 자료의 획득뿐만 아니라 기조사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지하수문과 지표 

수문의 관계， 강우 및 증발산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 수리지질 탐사를 위한 최종단계로 탐사와 대수층 평가를 위한 

관정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미 확보된 관정에 대하여 수리시험 

이 가능한지 또는 관정의 생산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확 

- 132 -



보된 관정의 설치시기와 상태에 관하여는 암반대수층의 경우 매우 자세한 

현황이 파악되어야만 한다. 

2.1 .2. 나공 및 단공시 험 (Open Borehole and Single Borehole Test) 단계 

대수층 탐색단계에서 예비적 실험으로 단공시험과 전구간을 대상으로 

하는 나공시험이 실시될 수 있다. 전구간을 대상으로하는 나공시험은 균열암 

반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불균질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나 패커를 

사용하는 구간시험에 앞서 시험도안을 위한 예비단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단공시험은 관정간 간섭시험의 도안을 위하여 빠른 시간안에 실 

시할 수 있는 예비단계의 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공시험 (Open Borehole Test)은 관정의 모든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양수기와 양수통제장치， 수위관측기， 발전기 둥의 파워서플라이어 둥만이 필 

요하므로 설비면에서 간단한 이점을 가진다. 또한， 암반전체의 수리특성을 

알 수 있으므로 패커시험의 도안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 

다. 그러나， 유속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유입구간을 알 수 없으며 대부분의 

정보가 가장 투수성이 높은 구간의 상황을 대변하는 약점이 있으며 불투수 

암반의 경 우 정 호저 장효과 <Borehole Storage Effects)를 극복하기 어 렵 다. 

단공시험 (Single Borehole Test)은 탐사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시 

험공에 가하는 응력의 양상에 따라서 다음의 다섯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정 압시 험 (Constant-head test) 

• 정 량양수시 험 (Constant- f1ow pumping test) 

• 순간수위 변화시 험 (Slug test) 

• 순간증압시 험 (Pressure pulse test) 

• 드 릴 스 템 시 험 (Drillstem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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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다섯가지 시험에 따른 시험공의 응력상태는 양수량과 수위에 

대하여 그림 5-1.1과 같이 표현된다. 정량양수시험은 시험공의 시험구간에서 

일정량의 유체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수중 

양수를 위한 장비의 제한성으로 대략의 투수량계수를 알고 있어야하며 불균 

질한 균열암반에서는 양수기를 교체하면서 시험해야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투수성이 양호한 암반에서 유용한 방법이다 (그림 5-1.1A). 정압시혐의 경우 

시험구간의 유체의 수두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양수 또는 주입하는 방법으 

로 일반적으로 지질공학에서 사용되고 있다. 정량양수시험과는 달리 정호저 

장효과가 작아 저투수성 암반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림 5-1.1B). 현재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순간수위변화시험은 시험구간의 수두를 증가 또는 감소 

시킨 후 평형상태로 회복반웅을 관찰하는 시험법으로 저투수성암반에서 적 

용이 가능하고 시험시간을 조절하기 위하여 관정에 필요한 크기의 관을 설 

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5-1.1C). 순간수위변화시험에서 압력의 순간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순간증압시험과 드릴스 

템 시험이 도입되기도 한다 (그림 5-1.1D, E). 

단공수리시험의 해석을 위하여 일반화된 분할유동차원 (fractional flow 

climension) 모델이 제시된 바 있다 (Barker, 1988). 현재 국내에서도 분할유 

동차원해석 단계가 진행중이며 세계적으로는 분할유통차원과 프랙탈차원과 

의 연관성을 통하여 단공시험으로부터 단열의 분포상태를 추정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적용성이 평가되고 있다 (김천수 외， 1993; Polek,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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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Schematic plots of hydraulic head and flow rate versus time for 

single-hole hydraulic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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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수층 평가 

5-2.1. 패 커 시 험 (Packer test) 

패커는 시험공의 시험대상구간을 고립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두 개 

이상의 패커를 시험공과 관측공에 사용한다. 대수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설 

치함이 원칙이며 단공내의 구간별 투수량계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2.2. 수리간섭 시 험 (Hydraulic interference test) 

둘 이상의 관정 사이의 수리적 간섭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을 규명하 

는 다공시 험 은 일 반적 으로 간섭 시 험 Cinterference test) 또는 공간시 험 

(cross-hole test)으로 알려져 있으며 투수성이 양호한 암반에서는 양수시험 

을 불투수성 암반에서는 주입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단공시험에 비하여 대상 

암반의 크기가 커지므로 대수층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투수량계수에 비하여 비저유계수 추정은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 

관정의 수가 충분한 경우 단공시험에서 알아낼 수 없는 이방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파쇄암반의 수리적 연결성을 구하기 위하여 펼수 

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장비와 시간을 요하고 대상지체의 상태와 

시험목적에 따라 시험과정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나공 및 단공시험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도안하여야 한다. 

수리간섭시험 해석을 위하여 해석적방법을 사용하고자할 때 단일단열 

의 지배가 우세한 경우 피압대수층에 적용하는 모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하 

나의 수평단열이 우세하고 소규모의 수직단열이 발달된 경우 누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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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대수층모형을 사용하며 다중단열이 발달한 곳에서는 다중대수층 모형을 

사용할 수 었다. 또한， 해석해를 구할 수 있는 이중공극모형， 이중투수율모형 

퉁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단열계의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는 해 

석해를 찾는 것은 실재로 불가능하므로 암반의 불균질성과 이방성올 반영하 

는 수치적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3. 추적자 시험 

균열암반 평가를 위한 수리시험의 최종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물수 

지분석과 함께 균열암반내 추적자시험은 지하매질의 연결상태를 확인하고 

용질의 이동을 설명하기 위한 매개변수를 구하기 위하여 실시될 수 있다. 

2.3.1. 야외시험전략 

균열암반내 추적자시험은 다공질매질에서의 방법이 도용되고 있으나 

시험공과 관측공의 상태에 따라 패커를 사용하는 점이 다를 수 있다. 이는 

구간과 구간간의 연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또 관정 내에서 희석효과를 최 

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추적자시험의 야외시험은 자연구배 추적자시험 

(natural gradient tracer test) , 발산류 추적 자시 험 (divergent f10w tracer 

test) , 수렴류 추적자시험 (convergent f10w tracer test), 공간 추적자시험 

<two-wel1 tracer test), 희 석 시 험 (borehole dilution test)으로 구분할 수 있 

다. 

1) 자연구배시험 

자연구배시험은 지하수계에 추적자를 투입하고 지하수의 자연적흐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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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추적자의 이동을 관측하는 시험법으로 자연상태의 지하수계를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주업공과 더불어 다수의 관측공이 펼요하고 삼차원 

상의 용질이동을 관측하기 위하여 깊이에 따른 시료체취가 이루어져야한다. 

현재 자연상태의 지하수계의 조건하에서 용질의 이동을 관측할 수 있으므로 

이상적인 방법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균열암반에서의 시험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자연구배법의 단점은 추적자의 분포가 매우 불규칙하므로 다수의 관측 

공이 펼요하고 파쇄대를 따라서 용질이 이동하는 경우 관측이 난망할 수 있 

으며 공내에서 희석효과가 매우 커서 패커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2) 발산류 추적자시험 

발산류 시험법은 농도가 알려진 주입수를 정류상태로 주입하면서 관측 

공에서 농도분포를 관측하는 방법이다. 추적자가 지하수계에 상대적으로 빠 

르게 유입되므로 간단한 수학적 모형을 사용하여 해석할 수 있으며 시료체 

취를 위한 다수의 관정만 확보된다며 넓게 분포한 암반올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함양수를 미리 확보하여야 하는데 따른 난점이 

있으며 함양수자체가 지하수계를 변화시키는 효과가 큰 경우가 많고 실험후 

에도 추적자가 지하수계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단점이 있다. 

3) 수렴류 추적자시험 

수렴류 시험법은 관측정에서 양수를 통하여 지하수계가 정류상태에 이 

르게 되었을 때 주입정에서 추적자를 주입하고 관측정에서 양수된 지하수를 

관측하는 방법이다. 발산류 시험법과 달리 시료체취에 있어서 난점이 없고 

지하수계를 빠져나오는 추적자의 양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시험후 추적자가 

지하수계에 남지않으므로 권장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추적자주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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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주업정에서 서서히 빠져나가는 단점이 있다. 

이 경우 관측정에서 농도를 관측하는 경우 격변곡선 Cbreakthrough curve)의 

꼬리가 길어져 해석상의 오류를 일으키기가 쉽다. 

4) 공간 추적자시험 

공간 추적자시험법은 주입정과 관측정을 수리적으로 연결하여 관측정 

에서 양수되는 유체를 주입정에 주입하는 방법이다. 공간시험법은 발산류 시 

험법에서 펼요로하는 주입수를 양수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으며 시료체취상 

의 난점도 해결할 수 있으나 자료해석상 난점이 있고 분산효과에 민감한 단 

점을 가진다. 

5) 희석시험 

시험정 주위에서 지하수 유동속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으 

로 시험정의 시험구간을 패커를 이용하여 고립시킨 후 추적자를 주입하여 

지하수유동과함께 희석되는 희석률을 관측하고 시험구간에 유입되는 지하수 

의 체적속도를 구하는 방법이다. 

5-3.2. 추적자시험 해석 

지하수 수리시험은 유체가 진행하면서 운동량의 분산으로 인하여 매질 

의 불균질성올 반영하지 못하지만 추적자시험은 추적자의 이동이 이송에 의 

하여 주로 지배되므로 불균질성을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 추적자시험의 해석 

을 위해 제시될 수 있는 모형은 간단한 해석해와의 비교를 통한 해석적모형， 

지질매체에 대한 정보가 충분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수치적모형， 지하수의 수 

로상이동을 반영하여 격변곡선의 성분을 분석하는 모형 둥이 있다. 해석적모 

형은 다공질매질 또는 이중공극매질에서 이송 - 분산 방정식 Cadvection

dispersion equation)의 해를 시험결과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송과 Fick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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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이 주가되는 매질에서 적용할 수 있다. 지질매체의 불균질성이 강하고 

해석적모형의 사용이 불가할 때는 수치적모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적모형의 사용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대수층의 지질자료， 지구물리탐사자 

료， 수리시험자료 동의 지원자료가 많아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지하수의 수 

로상이동에 기초하여 추적자의 격변곡선이 주요한 몇몇의 수로상이동의 중 

첩으로 나타난다고 가정하면 격변곡선을 몇 개의 성분으로 분리하여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해석에 있어서 유일성이 없고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사전정보와의 충분한 비교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5-4. 모델선택과 매개변수추정 

대상지역의 배경자료， 지하수 수리시험과 추적자 시험자료를 바탕으로 

대수층의 특성결정을 위하여 최초로 결정하여야 하는 문제는 대수층과 지하 

수계가 다공성매질 또는 이중공극매질 둥의 연속체로 표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균열암반의 특성과 대상지역의 크기 등의 결정인자를 

통하여 연속체 모형이 대표하는 지하수체를 정의할 수 있는 경우 다공성매 

질과 이중공극매질을 대상으로 확립된 체계를 도입할 수 있다. 

대부분의 암반매체는 대상지역의 크기가 커질수록 기질의 투수성이 커 

질수록 연속체모형에 가깝게 거동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Bear et 려" 1993), 

이러한 문제의 결정여부는 장기적 양수시험을 통한 기질의 거동양상을 확인 

하고 구간별 수리시험과 추적자시험을 통하여 확립된 불균질성과 이방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암반내 지하수체와 용질의 거동이 연속체모형으로 표현될 수 없는 경 

우 암반내 균열의 분포상태와 수로의 분포를 확인하는 실험단계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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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균열과 수로의 분포상태는 지질구조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항공 

사진판독 등을 통한 주요 대규모 균열의 확인， 지질조사자료를 통한 소규모 

절리군의 분포상태， 텔리뷰어검층 둥을 통한 지하매체의 균열자료 둥을 종합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 판단에 근거하여 수로상모형， 추계론 

적 연속체모형， 분리단열망모형 중 적절한 모형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균열암반에서 해석적， 수치적 방법을 사용하기위한 해석해는 다공성매질모 

형， 이중공극모형 둥의 연속체모형에 존재한다. 해석해와의 비교를 통한 매 

개변수추정의 제약성으로인해 현재 역산방법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 

5-5. 현장조사결과 

금년도 조사지역의 대수층 탐색단계 중 배경자료 CBackground Data) 

획득단계로서 경북 군위 및 의성군일대의 관정자료를 수집하였다.현재 군위 

및 의성군 일대에는 크고 작은 관정들이 수백개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금번 

조사에서는 그 중 비교적 큰 양수량 (100m3/ day 이상)의 관정만을 선택하여 

이들의 위치 및 자연수위를 관측하였다 (표 5-3.1 및 2; 그림 5-5.1). 그리고 

이들의 위치를 지질도 및 구조도상에 표시한 후 (Fig. 3.1), 전반적인 구조지 

질과 관정위치와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보았다. 그림 5-5.1을 보면 대부분 

의 관정이 구조선을 따라 분포하고 있음을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대수층의 

발달이 구조선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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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1. 지하수 자료 측정지점 위치. 



표 5-5.1. 의성지역 우물의 위치. 

위 치 
섬도 시 설 며。 (m) 

읍면 리 

1 - 1 군위 끼 !f-^~ 3.0 

1 - 4 ” 삽령 6.0 

1 - 5 " “ 5.0 

1 - 6 “ 오곡 4.0 

1 - 8 “ 정 4.0 

1 - 9 “ 하콕 4.0 

1 - 10 “ “ 4.0 

1 - 13 “ λ。L그 「1 4.0 

1 - 16 “ 광현 4.0 

1 - 17 “ “ 4.0 

1 - 18 “ 하콕 4.0 

2 - 5 군위 사직 4.0 

:2 - 6 “ λ닙}"â 7.0 

5 - 1 “ 대북 120 

5 - 2 “ -n「λ。4 106 

5 - 3 “ 내량 108 

5 - 4 “ 대북 112 

5 - 5 “ 외량 90 

5 - 6 군위 -D「λ。4 92 

5 - 16 “ λ。l그 「1 100 

5 - 30 “ 용대 132 

5 - 31 “ 외량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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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1. (계속) 

시설명 
위치 

심도 
읍면 리 

1-1 소보 보현 3.0 

1-2 “ 복성 4.0 

1-3 “ 사리 3.0 

1-4 “ 보현 3.0 

1-6 “ 위성 3.0 

1-7 “ “ 4.0 

1-8 “ “ 5.0 

1-10 “ 달산 5.0 

1-11 “ “ 4.0 

1-12 “ “ 4.0 

1-20 “ 서원 2.0 

1-22 “ 평호 4.0 

1-26 “ 위성 4.0 

4-1-14 성동 팔성3 성동 

5-1-15 중팔 팔성 중팔 

5-1-16 비봉2 비봉 하비 

5-1-17 중보 치선 남원들 

5-1-18 상비 비봉 상비 

5-1-19 구룡 오로 구룡 

5-1-20 행촌 업리 행촌 

5-1-21 정자 오로 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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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1. (계속) 

위치 

관리번호 
지구명 

리동 마을명 
심도 

2-2-1 방하 방하 130 

2-2-2 하화1 하화 130 

3-2-3 세촌 세촌 76 

3-2-4 하화2 하화 130 

4-2-5 세촌2 세촌 123 

7-2-6 세촌3 세촌 116 

7-2-7 세촌4 세촌 122 

9-2-8 구계 1 구계 105 

9-2-9 구계2 구계 102 

2-2-10 세촌5 세촌 105 

3-2-11 관덕 관덕 116 

4-2-12 장립 장립 75 

5-2-13 용성 장립 용성 120 

5-2-14 상화 상화 120 

5-2-15 방하 방하 120 

96-2-16 Lr↓Iλ ~ 세촌 남산 120 

85-3-1 송내 1 송내 120 

87-3-2 명고1 명고 104 

88-3-3 송내2 송내 96 

91-3-4 명고2 명고 100 

93-3-5 사촌 사촌 92 

94-3-6 비대 사촌 비대골 100 

95-3-7 사촌2 사촌 120 

91-4-1 신계 신계 새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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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관리번호 지구명 심도 

리동 마을명 

93-4-2 전홍 전홍 마。고 2: 100 

94-4-3 신홍 구성 신홍 120 

95-4-4 실업 실업 120 

95-4-5 제동 실업 제동 120 

83-5-1 화전 화전 100 

86-5-2 공전1 공전 103 

88-5-3 신리 1 신리 97 

88-5-4 신리2 신리 100 

94-5-5 공정2 그。;z.;져 。 120 

94-5-6 매곡 매곡 120 

94-5-7 신감 신감 100 

94-5-8 구눌 양지 구눌 120 

94-5-9 작승 작숭 100 

94-5-10 오상 토현 100 

95-5-11 토현 토현 120 

95-5-12 신감 신감 대감천 120 

95-5-13 하전 화전 280 

82-6-1 효선1 효선 불회 150 

83-6-2 사미 사미 100 

94-6-3 형제 사미 120 

94-6-4 효선2 효선 120 

95-6-5 사미 2 사미 120 

95-6-6 신홍 신홍 120 

95-6-7 효선3 효선 120 

92-7-1 현리 현리 150 

94-7-2 순호 순호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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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1. (계속) 

94-7-3 이동 이리 120 
94-7-4 장골 장2 장골 120 
94-7-5 덕천 장1 덕내 120 
95-7-6 홍거리 이리 120 
-8-1 학미 1 학미 신디 150 
-8-2 대리 1 대리 150 
-8-3 개일 개일 휴게소 150 
-8-4 청로1 청로 100 
-8-5 며。더 .., 며。더 .., 100 
-8-6 대리2 대리 셋터 82 
-8-7 하동 하리 나-닙「 고E 102 
-8-8 학미2 학미 108 
-8-9 도경 1 도경 1 108 
-8-10 갑장 개일2 갑장 100 
-8-11 학미3 학미3 배나무 144 
-8-12 학미4 학미 3 배나무 150 
-8-13 대리3 대리 100 
-8-14 위마 탑리2 위마 120 

94-8-15 긴 。 τT1 τ 。c-;:;.τ17 120 
94-8-16 도경2 도경2 140 
94-8-17 도경3 도경3 140 
94-8-18 나부 하리 나Jf-고E 100 
94-8-19 청로2 청로 100 
94-8-20 절골 명덕2 절콜 100 
95-8-21 이정 도경 1 이정 200 
95-8-22 대리4 대리 100 
95-8-23 만천 만천 만해 240 
95-8-24 승방 만천 τ 까5‘-바 。 120 
82-9-1 분토 분토 100 
83-9-2 삼산 삼산 52 
84-9-3 문홍 문홍 118 
86-9-4 오산 삼산 102 
88-9-5 고산 삼산 94 
88-9-6 구산 구산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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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1. (계속) 

관리번호 지구명 
위치 

심도 
리동 마을명 

94-9-7 풍림 풍리 풍림이 102 
94-9-8 노매 사부2 노매골 120 
94-9-9 장대 장대 나호 100 
94-9-10 천동 길천 천동 120 
95-9-11 풍리 풍리 120 
95-9-12 사마 분토2 二ilf~~ 120 
94-10-1 옥연 옥연 100 
95-10-2 자락 자락 120 
94-11-1 장국 장국 100 
94-11-2 용사 용사 100 
95-11-3 소호 소호 128 
95-11-4 용사 내산 150 
95-11-5 “ “ 150 
90-12-1 극’드/ 1셔」 ξ’ξλ ~ 100 
92-12-2 서재 1 서재 100 
93-12-3 위중 위중 108 
94-12-4 생송 생송 100 
94-12-5 서재2 서재 100 
94-12-6 용곡 용곡 108 
95-12-7 즈’느λ ‘J• 극’iλ ~ 118 
93-14-1 교촌1 교존 100 
94-14-2 교촌2 “ 100 
94-14-3 도덕 도덕 100 
95-14-4 안정 안정 120 
96-14-5 고도밭 도덕 고도 120 
93-15-1 용곡 용곡 용콕 100 
94-15-2 상광 덕미 λ。l고 。l 100 
82-16-1 교안 교안 100 

94-16-2 중율 중율 100 
94-16-3 밤실 “ 100 
95-16-4 막시 -δ1 τ 。!:" 200 
95-16-5 용봉 용봉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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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82-17-1 
89-17-2 

-17-3 
-17-4 
-17-5 
-17-6 
-17-7 

96-17-8 
96-17-9 
94-18-1 

관리번호 

82-1-1 
82-1-2 
82-1-3 

82-1-4 
83-1-5 
84-1-6 
85-1-7 
87-1-8 
89-1-9 

0-1-10 
0-1-11 
4-1-12 
4-1-13 

지구명 

신월 
a-1l 二-i-11 

도욱 

용천 

신안 
월명 
기도 

중월 
구봉 
돈막 

지구명 

남원 

원당 1 
철파 

팔성 

구룡 

교동 

업동 
도토 

원당 

리동 
신월 
닙-1L 二 -i11 

도욱 

도옥 

신안 
석탑 
도안 

신월 
신안 
만리 

리동 

도동 

원당 
철파 

효~λ 。4

오로 

원당3 
업리 
후죽 

원당3 

비봉 
철파 

비봉 

팔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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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위치 

마올명 
심도(m) 

돌탑 130 
닙-1Lλ c 100 

100 
용천 100 
개미실 120 
월명 120 

120 
중월 120 
개미실 170 
돈막골 79 

심도 
마을명 

100 
150 
130 

100 
32 

다리골 118 
120 
116 
96 



표 5-5.2. 군위， 의성 지역의 지하수면. 

변호 
τ A ‘-1 t:- 날쩌 

수두 (m) 
날찌 

비 
(1차) (2차) 

REF 고 
(m) 

# 1144.0 r:J1. 7. 28 20m 김음 r:J1. 11. 15 95-101-15-300 군위군 군위옵 서군통 

# 2 11 .19 2.76 r:J1. 11. aJ 86-102-10-2αm 용산동 

# 317.3 13.06 94-92-15-500 상무 

# 413.86 4.29 93-94-15-400 효령연 내리리 

# 512.77 4.30 94-94-15-400 장기리 내동 

# 612.34 2.02 87-105-15-600 내동 

# 715.25 4.43 94-92-12-400 금산 

# 812.35 2.94 r:J1. 11. 15 93-100-20-800 송현동 

# 9113.13 15.13 개인 (82m) 삽령리 노인회관 앞 개인 

# 10 2.0 2.93 96-96-15-300 용황리 영곡 

# 11 7.25 4.66 96-100-20-466 송원리 대송 

# 12 39.85 r:J1. 7. 29 20m 깊음 r:J1. 11. 21 95-150-20-453 라호리 아랫라불 

# 13 2.5 17.98 93-100 αm 봉산리 무럽실 

# 14 16.3 5.10 92-80-976 봉산리 바깥 원당이 

# 15 2.92 3.71 92-65- r:J16 달산리 노가지말 

# 16 1.26 1.28 94-12-500 진밭골 (미성리) 

# 17 7.6 4.29 95-120-300 신콕리 사답 

# 18 2.0 0.65 r:J1. 11. 22 96-110-20-400 두북리 모경 

# 19 1.93 2.04 r:J1. 11. 21 92-65 αm 이화리 이화촌 

# 20 3.37 3.58 95-104-1α)() 신곡리 선동 

# 21 4.28 4.66 r:J1. 11. 22 88-65-30-1161 수북리 뒷골 

# 22 0.93 2.76 93-112-10-405 읍내리 제공마 

# 23 2.0 1.83 94-160-15-300 수서리 냉수동 

# 24 2.65 2.57 88-99-25-763 이지리 새가지골 

# 25 0.0 0.0 86-108-12-1000 새일 (이화리) 

# 26 13.38 18m 깊음 r:J1. 11. 21 95-110-500 원산리 산성동 

# 27 18.63 18m 깊음 96-120-20-200 원산리 산성동 

# 28 7.9 0.0 95-230-20-206 금양리 새터 

# 29 7.22 8.55 94-100-20-600 원산리 원당골 

# 30 0.0 4.43 86-106-20-430 문덕리 껏득골 

# 31 3.8 r:J1. 7. 3) 3.98 95-48-10-590 화전리 피밭골 

# 32 2.9 0.0 94-80-20-600 화전리 피밭골 저수지 밑 

# 33 2.0 1.76 95-53-15-400 화본리 하동 

# 34 0.0 0.0 93-80-20-650 화본리 상동 

# 35 3.2 3.13 91-80-20-1500 화본리 하동 

1997.7.2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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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2 .. (계속) 
일련번 T ι‘--‘r 날찌 1 ι~“1=- 날쩌 

REF 비 고 
호 (m) (1차) (m) (2차) 

# 36 9.7 13.21 96-100-15-똥O 운산리 섭재 

# 37 7.45 4.36 95-80-20-105 봉림리 범박동 

# 38 3.2 3.71 83-90-50-800 삼산리 용립 

# 39 O.。 0.0 93-110-25-400 화수리 집실 

# 40 10.8 6.50 95-97-20-300 화수리 집실 

# 41 4.9 5.12 95-142-20-508 괴산리 돌골 

# 42 6.7 6.03 95-102-15-400 괴산리 돌골 

# 43 2.2 2.54 개인 (우물) 학성리 청학 

# 44 0.8 3.30 95-270-20-156 석산리 논들 

# 45 0.6 0.75 82-150-30 쟁O 양지리 양지 동국교 앞 

# 46 2.7 3.03 97. 11. 15 85-96-10-400 화북리 인각사 내 

# 47 4.5 1.12 97. 11. 22 84-120- 10-402 지호리 음지마 

# 48 1.1 2.16 88-110-15-잃O 신덕리 새방골 

# 49 3.4 3.85 97. 11. 15 95-160-250 파전리 상고 뒷 저수지아래 

# 50 0.9 0.76 97. 11. 21 95- 104-865 노행리 행동 

# 51 3.1 5.75 83-130-30-400 노행리 행동 

# 52 11.8 97. 7. 31 11.08 97. 11. 20 95-105-25-506 금매리 삽실 

# 53 8.1 4.72 95-400-20-400 마시리 마시동 

# 54 4.2 4.00 93-80-20-500 마시리 한자골 

# 55 5.3 5.05 95-102-350 화계리 안홍골 

# 56 3.4 4.42 97. 11. 21 94-80-600 신화리 못안신월 

# 57 10.1 
1O. 16(양 

95-80-20-432 신화리 우방동 
수중) 

# 58 3.4 42.17 97. 11. 15 95-107-800 신하리 새락골 저수지 

# 59 10.4 10.34 97. 11. 21 95-102-600 창평리 

# 60 4.5 4.37 95-100-10-1300 백학리 소상동 

# 61 5.6 6.19 97. 11. 20 95-101-20-506 가호리 이복골 

# 62 4.6 5.04 92-81-1019 대호리 한밥 

# 63 3.8 4.15 95-240-20-402 대융리 황청리 

# 64 6.7 5.03 97. 11. 21 96-16-410 m3 대융리 신리 

# 65 2.7 10.25 97. 11. 20 87-105-20-519 장기리 고암 

# 66 1.3 1.13 94-80- 15-350 매곡리 탑평 

# 67 12.1 1.18 97. 11. 15 96-100- 15-200 상곡리 토일 

# 68 1.9 2.43 86-120-550-10 대북리 넘골 

# 69 12.7 97.8. 2 15.47 위성리 흰치고개 

# 70 0.0 
(용천) 

0.0 
97. 11. 14 74-94- 15-330 복성리 큰마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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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2. ( 계 속) 

일련 T ιl“T= 날쩌 
수두 (m) 날싹 (2차) 비 

번호 
REF 고 

(m) (1차) 

# 71 6.1 7.83 96- 100- 15-250 사리리 율리 

# 72 0.7 0.94 95-100- 15-400 사리리 사지 

# 73 2.8 3.54 95-104-15-1αm 보현리 보촌동 

# 74 3.0 2.61 CJ7. 11. 15 83-120-30-600 달산리 법주 

# 75 7.8 20m 김음 92-45-15-950 달산리 홈거리 

# 76 17.2 3.08 95-76-400 신계리 우무실 

# 77 6.0 7.21 95-104-10-300 산범리 산월 

# 78 6.5 9.8 (양수중) I 95-140-20- 300 윗언실 

# 79 2.4 20m보다 김음| 95- 153-15-150 내의리 장현 

# 80 2.0 CJ7. 8. 6 4.48 CJ7. 11. 5 1-17 도동리 호미 

# 81 2.75 찌이상양수중| 추가 처선리 자치 

# 82 5.57 9.10 1-14 처선리 자치 

# 83 1.9 5.75 5-7 신감리 시기 

# 84 1.04 1.51 5-12 신감리 대감천 

# 85 1.97 3.88 5-8 양지리 구울 

# 86 3.06 3.79 4-4 장지리 못골 

# 87 0.84 1.43 4-5 장지리 못골， 제용지 

# 88 1.82 2.24 5-6 매곡리 공수 

# 89 0.53 0.69 5-5 공정리 공곡 

# 90 3.15 양수중 14.81 I CJ7. 11. 2 5-4 신리리 신리 

# 91 0.55 0.67 5-3 신리리 새마올 

# 92 4.13 2.95 5- 13 신리리 하전통 

# 93 5.52 6.94 6-7 효선리 효선 

# 94 0.0 0.32 6-4 효선리 효선 

# 95 2.0 3.22 6-1 미전리 덕동 

# 96 4.6 6.25 6-3 사미리 사미 

# 97 3.2 4.83 6-5 사미리 황새보 

# 98 12.18 13.01 CJ7. 11. 5 6-7 신흥리 언지 

# 99 0.83 1.61 CJ7. 11. 2 7-6 이리 홍거리 

# 100 1.7 2.48 7-1 현리리 대동리 

# 101 0.0 1.65 7-5 장리 덕천 

# 102 2.08 1.75 7-2 순호리 상동 

# 103 0.0 CJ7. 8. 7 1.18 CJ7. 11. 7 8-10 개일리 갑정골 

# 104 5.81 20m 깊음 CJ7. 11. 2 8-3 개일리 개일 휴게소 

# 105 6.77 7.34 8-16 도경리 새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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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2. (계속) 

일련 
수두 (m) 

날쩌 
수두 (m) 날쩌 (2차) 비 REF 고 

번호 (1차) 

# 106 1.38 3.00 8-12 제오리 배나무골 

# 107 1.42 5.48 ÇJ7. 11. 7 8-15 운곡리 운곡 

# 108 1.31 2.85 ÇJ7. 11. 2 8-13 만천리 미내 

# 109 1.쟁 1.72 5-11 토현리 토현 

# 110 1.05 1.21 ÇJ7. 11. 7 8-24 만천리 숭방이 

# 111 1.79 12.58 ÇJ7. 11. 5 1-21 오노리 정자 

# 112 6.35 5.96 1- 19 오노리 구룡지 근처 

# 113 3.82 3.08 1- 5 오로리 묵동 

# 114 8.43 9.74 1-13 팔성리 성동 

# 115 12.31 20 이상 1-15 팔성리 상팔 

# 116 3.65 4.32 1-4 팔성리 하팔 

# 117 6.21 9.45 1- 12 비봉리 하비 

# 118 1.48 0.94 1-10 비봉리 상비 

# 119 1.72 3.70 8-18 하리， 나부골 

# 120 2.65 a 이상 8-7 하리 직가골 

# 121 4.28 깊음 %，양n수중 I ÇJ7. 11. 2 8-22 대리리 금성국교 

# 122 7.53 7.97 9-4 삼산리 오산 

# 123 2.93 
깊음 

9-5 삼산리 고산 

# 124 2.31 5.10 9-9 장대리 나호 

# 125 4.1 4.21 9-11 풍리리 깨밭골 

# 126 4.18 ÇJ7. 8. 8 8.23 ÇJ7. 11. 6 번호 없음 구계리 상기 

# 127 2.45 3.03 1-6 도서리，유통포장샌타 

# 128 0.1‘ 4.69 ÇJ7. 11. 5 9-1 길천리 길부 

# 129 1.8 7.01 주가 분토리 분토 

# 130 1.48 2.48 9- 12 분토리 분토 

# 131 1.82 2.77 ÇJ7. 11. 14 11-1 장곡리 장곡 

# 132 7.6 8.14 11-2 용사리 상제 

# 133 4.92 5.62 11-3 소호리 청신 

# 134 용천 O‘0 용천 0.0 12- 3 위중리 용암 

# 135 6.33 6.67 12- 4 주선리 생상 

# 136 7.4 장겼음 12-1 주선리 신기 

# 137 3.8 5.31 12- 7 속암리 선학 

# 138 0.0 용천 2.13 12-5 서제리 구서 

# 139 2.87 2.05 12-2 서제리 구서당 

# 140 3.28 ÇJ7. 8. 11 4.31 10-2 자락리 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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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2. (계속) 

일련 
수두 (m) 날쩌 (1차) 수두 (m) 날찌 (2차) u] REF 고 

번호 

# 141 6.56 4.44 14-4 안정리 안정지 

# 142 1.74 2.56 14-1 안정리 교촌 

# 143 1.44 2.64 W. 11. 7 15-1 용콕리 시설 

# 144 7.0 5.41 15-2 덕미리 뒷마 

# 145 4.32 2.25 추가 도덕리 새동내 

# 146 2.33 6.09 14-5 도덕리 새동내 

# 147 6.68 6.87 W. 11. 14 14-2 도덕리 중덕 

# 148 2.0 8.83 W. 11. 7 ~~ 만리리 돌막 

# 149 2.96 양수중， 20 이상 l 16-1 교안리 새터말 

# 150 1.65 2.53 16-5 용봉리 용봉 

# 151 3.67 5.16 W. 11. 5 17-5 신안리 개미실 

# 152 3.07 4.29 W. 11. 6 17-3 도옥 

# 153 용천 0.0 용천 0.0 17-7 마전리 치실 

# 154 4.44 양수중， 20 이상 | 17-2 박곡리 박실 

# 155 2.0 2.87 W. 11. 5 17-8 신월리 하월 

# 156 3.15 4.35 17-6 석탑리 달밝골 

# 157 2.34 3.18 W. 11. 6 1-11 철파리 윗재 

# 158 2.24 4.65 1-20 업리 행존 

# 159 용천 0.0 0.60 1-7 업리 업동 

# 160 0.18 W. 8. 13 5.57 2-15 방하리 방하 

# 161 7.0 12.09 2-4 단촌리 단촌 장터 

# 162 13.95 양수중， 15.45 I 개인 추가 하화리 우일 

# 163 용천 0.0 용천 0.0 2-14 상화리 윗실 

# 164 2.03 9.38 4-2 전흥리 흥동 

# 165 1.49 2.15 4-3 입암리 신흥촌 

# 166 6.05 7.05 추가 신계리 원기 

# 167 5.21 7.07 3-2 명고리 명고 

# 168 1.62 16.71 3-5 사촌리 사촌 

# 169 6.56 11.23 3-7 사촌리 중리동 

# 170 13.52 15.89 3-6 사촌리 비대동 

# 171 6.0 4.38 추가 후평리 후평 

# 172 12.97 “공사고” 2-11 관덕리 둥용사 입구 

# 173 3.92 4.48 2-12 장림리 웃뜸골 

# 174 6.13 5.73 2-13 장림리 용정 

# 175 1.42 2.90 2-16 명진리 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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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2. (계속) 

일련 
1 ι‘-

날쩌 
-t「: 수두 (m) 날쩌 (2차) REF 비 고 

번호 
(m) 

(1차) 

# 176 3.43 'ð7. 11. 7 9-6 구미리 

# 177 6.03 2-8 

# 178 2.67 2-11 

# 179 2.44 2-3 

# 180 20 이상， 양수중| 2-1 

# 181 3.87 1-3 

# 182 2.29 2-10 

# 183 1.89 16-3 

# 184 15 이상 

# 185 4.03 

# 186 2.64 'ð7. 11. 5 1-18 비봉리 상비와 하비 사이 

# 187 9.80 1-16 비봉리 하비 

# 188 7.03 8-1 초전리 깐창골 

# 189 4.17 9-3 문홍리 문홍 

# 190 양수중， 20 이상 | 17-9 신안리 

# 191 2.67 'ð7. 11. 6 2-11 단촌연 하화리 (우물) 

# 192 2.44 2-3 단촌연 세촌리 단촌국교 뒤 

# 193 양수중， 20 이상 l 2-1 단촌연 도직골 

# 194 3.87 1-3 의성옵 철파리 

# 195 15m 이상 
2-2와 2-4 사이 

단촌연 하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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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토론 및 결론 

균열암반내 지하수 유동모의는 대상지체에 적절한 개념모형의 

선택으로부터 매개변수추정 모의의 단계를 거쳐서 수행될 수 있다. 

개념모형의 선택과 매개변수추정을 위하여 배경자료획득， 대수층탐색， 

대수층평가의 단계가 순차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배경자료획득 단 

계에서는 문헌조사， 대상인지， 지표수문조사 둥과 시험정의 상태가 파 

악되어야 하며 대수층탐색 단계에서는 대수층평가를 위한 예비적 실 

험이 실시된다. 이를 바탕으로 균열암반의 특성을 고려하는 패커시험 

과 간섭시험을 통하여 대상 암반대수층의 수리적 특성을 규명함으로 

서 적절한 개념모형을 확보하게 되며 모형의 매개변수를 추정할 수 

있다. 

대수층 평가에 의해 지하수를 개발했을 경우 이를 올바로 관리 

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지하수관리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대수층의 구조 해명이라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모니터링 및 모니터령의 결과에 의한 대수층의 동태를 

예측함으로써 향후 지하수 개발에 관한 시책 결정 및 조절 그리고 지 

하수 오염상황의 진단 · 대책안을 세울 수가 있을 것이다. 

금년도에는 연구과정의 시간상 연구자료중 배경자료획득 단계만 

을 수행/정리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조사지역의 수리특성， 지하수의 

유동방향 그리고 지질구조와 유동방향의 상관관계를 밝히기에는 무리 

가 있었다. 이와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보다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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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열극해석 결과의 응용지질학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 

6-1. 매몰섬도 변화와 침식율 산출 

도원리 지점에서 유일하게 최후기 두 사건에 대해 자연상태의 웅력 

장올 복원할수 있었다. 가음단층의 운동이 있었던 T_6 사건에서 최대 주 

웅력의 크기는 약 300 MPa에 이르고 있으며 현세 웅력장에서는 약 200 

MPa에 이르름을 밝혔다. 각 지구조 사건에서의 매몰심도는 각각 3.3krn, 

2.0 krn로 나타났다. 

이 지점에서 현재 고도를 기준으로 상위 퇴적층 (상위의 하산동층， 

진주층 및 하양층군) 모두가 이 지점 상위에 퇴적되었을 것으로 인정이 

된다. T_6 사건과 T_7 사건이 격렬했던 (또는 평균적인) 시대의 매몰 심 

도를 구한 결과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그림 6- l.1 과 같다. 

하양층군 퇴적까지를 고려하면 이 지점은 약 4.5 km 이상의 심도에 

이른 적도 있으며 플리오세와 플라이스토세 및 현세에 심한 침식작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T_7 사건이 격렬했던 시기를 1 Ma로 잡는다면 이 

지역에서의 평균적인 연간 침식율은 0.2 cm!yr 정도 (2 Ma로 잡으면 0.1 

cm!yr)로 추산된다. 이 양은 지각상승율 해당할 것이며 이러한 지식은 

공학적인 침식율 산출에 대한 기초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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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진대내에서의 가음단층계의 재활동 가능성 

앞서 각지구조 사건의 시대를 개략적으로 추정한 바 있다. 단층들 

의 운동시기는 지구조 사건의 관점에서 광역적인 대단층들의 운동양상을 

대비시키는 작업을 통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단층간의 선 

후관계와 둘째， 해당 단층운동의 가능한 웅력상태에 대한정보를 활용함으 

로써 단층운동과 지구조 사건을 대비시킬수 있으며 단층이 운동한 시기 

는 해당 지구조 사건의 존속연대 동안으로 압축시킬 수 있다. 

제2장에서 지형조직분석 및 야외조사를 통해 추적한 단층들의 분포 

및 연장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들 확인된 단층들에 대해， 제시한 기준으 

로 이들 단층과 가능한 지구조 웅력장들을 대비시킨 결과는 그림 6-2.1 

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의성소분지 지역에서는 비교적 단층작용이 격렬하게 일어났던 시기 

는 T_2 사건과 T_6 사건 동안임이 드러난다. 특히 T_6 사건 동안의 가 

음단층계 운동이 현격하다. 최후기 지구조 서건인 T_7에서도 수개의 단 

층이 형성되었음이 확인되는데 이들에 대해 정밀한 연대 측정작업 (예를 

들면 ESR 방법 또는 광화물질에 대한 U/Pb 법 동)올 통해 이들 단층이 

현재 활동성인지에 대한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현세 웅력장에서 가음단층계의 재활성이 가능할 것인가? 지진집중 

대는 가음단층계와 평행하게 발달한다. 현세웅력장에서 가음단층계는 대 

규모 연약대 내지는 전단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060-0700 방향의 최대 주웅력축을 가진 웅력장에서 110-125。 방향의 전 

단대는 전단웅력의 정도에 따라 재활성될 여건을 충분히 갖고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신령단층 일부 지역이 재활성했다는 증거는 지진대내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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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단층계의 재활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밝혀 

진 이러한 정황들은 앞으로 가음단층계의 단층을 따라 정밀 조사를 필요 

로 하며 이들 단층의 현세 운동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고 본다. 

이 연구가 채택한 방법으로 최후기 지구조 사건에 의한 단층작용의 

강도 및 해당 단층들의 분포를 수월하게 찾아낼수 있었다. 아울러 이 연 

구를 통해 밝혀진 최후기 지구조 사건에서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단층들의 규모， 단층충진물에 대한 절대연령측정올 통해 현재 활성가능성 

둥이 연밀히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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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_6에서 일어난 단층운동. (a) T_7에서의 단층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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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열극해석과 열수활동의 온도 추이 

인장 틈 (tension gashes) 및 암맥은 03 축에 수직한 방향으로 대개 발 

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에 형성된 이에 평행한 열극을 따라 열수 또는 

화성물질을 충진하며 발달한다. 이러한 특성은 인장틈을 지구조 사건별로 분 

류가능케 하며 인장틈의 시대를 구획할 수 있게된다. 아울러 한지점에서 사 

건별로 열수활동 또는 화성활동이 있었는가를 점검하는 방편으로도 쓰일 수 

있다. 

표 6-3.1은 지구조 사건별 지점별 열수충진 광물을 열거한 것이다. 현 

재로써는 각지점의 열수활동 (또는 광화작용)의 온도를 추정하는 작업은 광 

물학 및 지화학적인 접근에 의해서 가능하나 이들 광물의 종류에 따라 간접 

적으로 온도의 범위를 추정해볼 수 있다. 석영 (qz)은 약 4000 내외， 방해석 

(cc)은 약 100。 내외의 온도 범위에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특히 최후기 (현세) 지구조 사건에서의 열수광물에 대한 지식은 지열 

탐사에 기여할 어던 지시자로써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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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1. 사건변 지점별 열극 충진 물질. 

|싫t 구성암층 T 1 T_2 T3 T4 T5 T_6 T7 

압수 하산동충 qz/cc cc qz/cc 

만리리 하산동충 cc 

-。「 닙 。L 하산동충 qz 

사붓 하산동충 cc 

금당리 낙동층 qz qz 

개천지 하산동충 cc 

가매골 하산동충 qz qz 

닥동 
선백악기 

qz 
화강암 

qz 

사부리 진주충 cc cc/qz cc qz CCIψ | 
너 덜 진주충 qz 

화전리 하산동충 

송현동 
닥동층/ 

하산동충 

도원리 하산동층 qz cc cc qz/cc (cc) cc 

군위 낙동층 cc/qz cc/qz qz 

양지리 
사곡총/ 

화강반암 
cc cc cc 

상송리 화강암 

이화리 일직충 id qz/cc cc 

수기령 화강암 id/qz 

노귀재 춘산총 cc cc cc 
qz: quartz/석영. cc: calcite/방해석. id: intennediate dike/중성 암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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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가음단층계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기 위해 (1) 지형조직 분석， (2) 

단층의 연장부 확인， (3) 운동 특성 규명， (4) 지구조 사건 복원 및 단층 

운동의 연관성 추적， (5) 지구조 사건별 지점별 열수활동 증거 및 온도추 

정 동의 작업올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열극의 웅용지질학적인 활용을 모색하기 위해 단층구조분석에 의한 

지구조 사건 및 각각의 고웅력장을 복원하여 그에 따라 열극을 분 

류하였으며 그에 따라 대단층의 운동시기의 추적은 효율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다. 

2. 복원된 지구조 사건은 압축력 중심으로 일곱 개의 지구조 사건이 

확인되며 가장 강한 지구조 운동은 둘째 (T_2) 및 여섯째 (T_6) 지 

구조 사건에서 일어났으며 대다수의 단층올 형성시켰다. 

3. 가음단층계에는 약 십여개의 대단층으로 구성되며 (가음， 금천， 의 

성， 군위， 신령， 팔공산， 황학산， 자락， 도원 단층 둥)으로 이루어지며 

여섯 번째 지구조 사건에서 주로 운동이 있었다. 

4. 가음단층을 경계로 북측과 남측의 신동층군 분포변화는 신동층군 

퇴적기 동안에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이 이후 가음단층계에 의한 회 

전은 없었다. 

5. 신령단층은 백악기 말엽 또는 고제삼기에 우수향운동이 있었고， 플 

리오세에 좌수향운동이 있었으며 현재에도 지진대의 영향으로 활성 

의 증거가 확인되었다. 

6. 안동단층은 기존에 논의된 것과는 달리 북서-남동 압축력 (T_3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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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사건)에 의해 일어났으며 풍천면 하회리 지역에서 북동-남서 

방향의 역단층은 플리오세 지구조사건 (T_6)에서 활동이 있었다. 안 

동단층에 의해 변형된 반려암과 이와 같은 계열의 엄봉산단층을 잠 

식한 석영반암의 연대로 안동단층의 운동시기를 구획할 수 있을 것 

이다. 

7. 도원리 지점에서 최후기 두 사건의 매몰심도를 구한 결과 플리오세 

에는 약 3.3 km 플라이스토세 현세사건이 가장 격력했던 시점에서 

는 2km 심도에 있었는데 이는 현세의 침식율 계산에 활용될 수 있 

다. 

8. 최후기 지구조 사건에서 열수 활동의 증거를 찾은 결과 열수 충진 

물질은 석영 및 방해석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지시자를 지열탐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균열암반내의 지하수 유동은 열극 

해석 결과를 기초로하여 장기적인 관찰 및 측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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