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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hree-dimensional distribution of the fault was evaluated using gravity field interpretation such as curvature analysis and Euler
deconvolution in the Seoul-Gyeonggi region where the Chugaryeong fault zone was developed. In addition, earthquakes that occurred
after 2000 and the location of faults were compared. In Bouguer anomaly of Chugaryeong faults, the Pocheon Fault is an
approximately 100 km fault that is extended from the nor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to the west coast through the central part of
Seoul. Considering the frequency of epicenters is high, there is a possibility of an active fault. The Wangsukcheon Fault is divided into
the northeast and southwest parts of Seoul, but it shows that the fault is connected underground in the bouguer anomaly. The
magnitude 3.0 earthquake that occurred in Siheung city in 2010 occurred in an anticipated fault (aF) that developed in the north-south
direction. In the western region of the Dongducheon Fault (≒5,500 m), the density boundary of the rock mass is deeper than that in the
eastern region (≒4,000 m), suggesting that the tectonic movements of the western and eastern regions of the Dongducheon Fault is
different. The maximum depth of the fracture zone developed in the Dongducheon Fault is about 6,500 m, and it is the deepest in the
research area. It is estimated that the fracture zone extends to a depth of about 6,000 m for the Pocheon Fault, about 5,000 m for the
Wangsukcheon Fault, and about 6,000 m for the Gyeonggang 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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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추가령 단층대가 발달하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단층의 3차원적인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 곡률 분석(Curvature analysis)과 오
일러 디콘볼루션(Euler deconvolution) 등의 중력장 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잔여 중력이상을 해석하였다. 또한 2000년 이후 발생
한 진앙과 비교하여 단열 특성을 비교하였다. 부게이상에서 포천단층은 경기 북부에서 서울의 중심부를 지나서 서해안 지역까
지 연결된 약 100 km 단층으로 진앙이 빈도가 높아 활성 단층의 가능성이 있고, 단층을 경계로 동서 방향으로 7 km 정도의 변
위가 관찰된다. 왕숙천단층은 서울을 중심으로 북동부와 서남부로 분절되어 있으나 지하에서 연결을 암시하는 단층 분절로 추
정되는 중력이상대가 관찰된다. 특히 2010년 시흥에서 발생한 규모 3.0의 지진은 남북 방향으로 발달하는 20 km 길이의 단층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두천단층의 서쪽 지역(≒5,500 m)은 중력경계면이 동쪽 지역(≒4,000 m)보다 깊게 나타나며 이는 동두
천단층을 중심으로 서쪽 지역과 동쪽 지역의 지구조적인 운동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동두천단층에서 발달한 파쇄대의 최
대 깊이는 약 6,500 m이며 연구 지역에서는 가장 깊다. 포천 단층은 약 6,000 m, 왕숙천 단층은 약 5,000 m, 경강 단층은 약
6,000 m 깊이까지 파쇄대가 연장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중력장 해석, 곡률 분석, 포천단층, 왕숙천단층, 동두천단층

1. 서 언
한반도는 인접하고 있는 중국 북동부와 일본 열도에 비
해서 지진 활동이 적은 편으로 지진 안전지대로 인식되
었다. 그러나 2016년과 2017년 연이어서 발생한 경주지
진(M5.8, Fig. 1A의 GJ 지역)과 포항지진(M5.4, Fig. 1A
의 PO 지역)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
지 않다는 인식의 변화를 끌어낼 정도로 큰 충격을 주었
다. 경주지진은 한반도의 계기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
의 지진으로 양산단층의 운동에 의해서 중부 분절의 남
측말단부에 연결된 주변 단층의 움직임(Kim et al., 2017)
이 경상분지의 평균 밀도(2.67 g/cm3)에 비해서 밀도가
낮은 고립된 화강암(2.60 g/cm3)에 응력이 작용하여 발생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Choi et al., 2019). 2017년 11월에
발생한 포항지진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지
만, 대체로 경주지진에 의해서 활성화된 포항 분지의 알
려지지 않은 단층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18; Choi et al., 2020). 이처럼, 경주지진과 포항
지진과 같은 큰 규모의 지진들은 양산단층(Fig. 1A에서
YSF, KIGAM, 2002)과 같은 대규모 단층의 움직임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대형 단층의 주변에 미확
인의 숨은 단층 위치를 알아내는 것은 현재의 지진 활동

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진 활동을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연이은 두 번의 지진 이후 양산단층을 중심으로 경상
분지 지역의 활성단층 연구가 국가연구사업으로 지난 5
년간 진행되었다(Kim et al., 2017; 2020). 연구의 주된 방
향은 중력장 해석을 통해 단층의 위치를 확인하고 3차원
적인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으로 수행되었으며, 그 성과
가 매우 성공적이었다(Choi et al., 2019; 2020; 2021; Sohn
et al., 2020). 한편, 전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수
도권 지역은 양산단층에 준하는 규모의 취성전단대인 추
가령단층대(Fig. 1A에서 CFS로 표시된 빨간색의 단층선)
가 북동-남서 방향으로 수도권 전역에 분포한다(Choi et
al., 2012; Chung et al., 2014).
수도권에서 경주 및 포항지진과 유사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물리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은 경주와 포항
지진 때보다 몇 배는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효과적인
지진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는 단
층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지질 및 지구물리학적인 연
구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로 인
해서 연구에 제약이 있다. 첫째로, 지표면의 많은 지역이
시멘트,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되어 단층운동에 수반된 변
위를 확인하기 위한 야외 지질조사에 제약이 따른다. 둘
째로, 비행금지 구역이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 제4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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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Study area (green solid rectangle) locates in the western part of the Gyeonggi Massif, middle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CFS: Chugaryung Fault System, YSF: Yangsan Fault, GY: Gyeongju earthquake, PO: Pohang earthquake. (B) The NNE-SSW directing
Chugaryung Fault System (CFS in A) is composed of several fault lines numbered by 1 ~ 7. Gravity stations in the study area were
about 5,000 points, which are indicated by green dots. (C) The Annual frequency of earthquake registered in the study area shows
a clear difference before and after the Gyeongju earthquake (black rectangle). The annual earthquake frequency after the Gyeongju
earthquake increased rapidly to more than 4 times.

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LiDAR 및 항공 촬영 등의 작
업은 거의 불가능하다. 셋째로, 표층의 대부분이 포장된
수도권에서 굴착 내지 탄성파 탐사와 같은 연구용 파괴
검사를 실시할 공간이 한정적이다. 그러므로, 수도권 지
역에서의 활성단층 탐사에는 중력장 탐사를 통한 3차원
밀도 구조 해석과 같은 비파괴 지구물리학적인 연구 방
법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경상분지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던 지구퍼텐
셜 연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도권 지역의 추가령단층
계에 속한 단층의 규모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미확
인 단층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고, 곡률 분석
(Curvature analysis)과 오일러 디콘볼루션(Euler deconvolution)
등의 중력장 해석을 이용하였다. 지상에서 측정된 중력
장 해석은 숨겨진 단층의 위치와 규모를 확인하는 방법
으로 유용하며 지진의 진원과 빈도 등의 자료와 통합하
여 활성화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2. 연구 지역
연구 지역(Fig. 1A에서 녹색 실선으로 표시된 지역)은

서울, 경기도 및 강원도 서쪽 일부를 포함한 수도권 지
역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넘는 약 2천5백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 건축물의 약 25%(제공: 국
가통계포털, kosis.kr)가 밀집된 곳이다. 음영도(Fig. 1B)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수도권 일원은 북북동에서 남남서
로 이어지는 대규모 선상 구조선들에 의해서 분할되는데,
전문가마다 다소의 이견이 있지만, 대체로 이러한 구조
선을 통칭하여 추가령단층대(Choi et al., 2012; Chung et
al., 2014)라고 한다.
2.1. 추가령단층대
추가령단층대는 양산단층(Fig. 1A의 YSF, KIGAM,
2002)과 거의 평행하게 북북동 내지 북동 방향의 주향으
로 동해안 원산에서 추가령에 이르는 협곡을 지나며 한
반도 중부 지역인 평강, 철원, 연천 및 서울의 삼각산과
북한산을 통과하여 남쪽으로 충청남도 서해안까지 이어
지는 대규모 구조선으로 최소 4개의 단층대로 나누어진
다(Choi et al., 2012; Chung et al., 2014).
세부적으로는 동두천단층은 철원-연천-동두천-양주-의
정부-서울로 이어지는 구조선(Fig. 1B의 ①)으로 약 1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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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geological map of the study area shows that the Chugaryung fault system is mainly covered by Precambrian Gneiss,
Jurassic Granites and Cretaceous volcanics. About 100 density measurements of igneous, metamorphic, and volcanic rocks are indicated
by symbols that relate to the observed values (Park et al., 2009). The mean densities of the Granites, Volcanics and Gneiss are measured
of 2.60, 2.56 and 2.67 g/cm3, respectively. ① – ⑦ : Fault lines (see Fig. 2 for the identifications).

연장의 대규모 단층이다. 동두천단층의 동쪽에 발달하는
포천단층(Fig. 1B의 ②)은 경기 북부의 철원에서 시작하
여 포천을 지나서 양주 동쪽 지역까지 이어진다. 포천단
층의 동부 지역에는 왕숙천단층(Fig. 1B의 ③)과 경강단
층(Fig. 1B의 ④)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발달한다. 한강
(Fig. 1B에서 HR로 표시) 남쪽에는 남북 방향의 신갈단
층(Fig. 1B의 ⑤), 곤지암단층(Fig. 1B의 ⑥)과 인제 단층
(Fig. 1B의 ⑦)이 잘 알려져 있다(Choi et al., 2012; Chung
et al., 2014; Kwon et al., 2012).
2.2. 지진 분포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에서 150여 번의 지진
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은 리히터 규모 3.0 이하의 미소
지진이었다. 연평균 발생 빈도는 경주지진 이전까지 약
5회였으나 경주지진 후에는 연간 30회로 급격하게 지진
의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Fig. 1C, 참조: necis.kma.
go.kr). 이는 수도권 지역도 경주지진의 영향으로 지반이
불안정해졌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한반도 내에서 경
주지진과 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수도권 지역
에서도 다양한 규모의 여진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수도권 남서부 시흥시(Fig. 2에서 SE로 표시된 지역)에서
2010년에 발생한 규모 3.0의 지진이다(necis.kma.go.kr).
시흥지진은 광역적으로 추가령단층대에 속하는 지역이지
만 지질도와 선행 지질조사에서 미확인된 숨은 단층에서
발생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2.3. 암석 밀도
대부분 수도권 지역은 경기변성암복합체에 속하는 편마
암과 이를 관입하는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고(Fig. 2), 수
도권 북쪽과 서쪽 지역에는 부분적으로 화산암과 화강편마
암이 분포하고 있다(KIGAM, 2002). 특히 철원-연천-동두
천-양주-의정부-서울로 이어지는 동두천단층(Fig. 2의 ①)
을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암석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북쪽
으로부터 화산암, 편마암, 화강편마암과 백악기 화강암이다.
Park et al. (2009)은 수도권 지역의 암석 노두에서 암종
별로 약 200여 점의 샘플을 채취하여 밀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
고 있는 화산암, 편마암, 화강편마암, 백악기 화강암의 평
균 밀도들은 각각 2.56 ± 0.15 g/cm3, 2.69 ± 0.25 g/cm3,
2.63 ± 0.2 g/cm3, 2.60 ± 0.1 g/cm3이다(Park et al., 2009).
연구지역의 지질과 암석의 밀도 분포는 중력장 해석에
중요한 정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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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력장 해석
지구 측지학 및 지구물리학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국
토지리정보원, 지질자원연구원 및 부산대학교 등에 의해
서 지난 30여 년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중력 측정이 시행
되었다. 연구를 위해 수집한 연구 지역의 중력자료는 부
산대학교에서 측정한 4,646개 지점의 중력자료와 국토지
리정보원에서 수준점, 삼각점, 통합기준점에서 측정하고
고시한 1,209개 지점을 포함한 총 6,476개 지점의 중력
자료를 확보하였다(Fig. 1B에서 녹색 점, Choi et al., 2003;
Shin, 2006; KIGAM, 2014).
부산대학교에서 측정한 자료는 모든 측정이 부산대학
교 기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자료처리 또한 조석보정(Tamura,
1982), 드리프트 보정, 최소자승법에 의한 망 조정을 통
하여 관측 중력값을 계산함으로써 일관된 자료처리가 이
루어졌다. 타 기관과의 자료 합성에 있어 고도 이상 및
부게이상도를 작성하여 측정 지점 간에 이질적인 부분을
삭제하는 정성적인 방법을 통하여 중력 자료를 구성하였
으며 일관된 자료 구성을 위하여 고도보정, 부게보정, 지
형보정을 다시 계산하여 중력이상도를 작성하였다.
중력이상 계산은 GRS1980계를 기준계로 결정하여 수
행되었으며, 관측중력값을 고도 보정, 부게 보정, 지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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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거쳐 부게이상도를 작성하였다. 고도보정은 타원체
에서 높이에 따른 변화율을 2차항까지 고려한 계산식(Li
and Götze, 2001)을 이용하였고, 부게이상은 구면 캡(LaFehr,
1991) 효과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Choi et al. (2007)은
NIMA(National Imagery and Mapping Agency)에서 공개
한 3″ × 3″ 지형자료와 한반도 일원의 수심 자료를 합성
및 재편집하여 3″ × 3″ 지형자료를 재편집하였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지구 곡률을 고려한 지형보정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Choi et al. (2007)에서 작성한
프로그램과 지형자료를 이용하여 지형보정을 수행하였다.
부게이상의 계산과 지형보정에서 지각의 평균 밀도는
2.67 g/cm3, 해수의 평균 밀도는 1.03 g/cm3을 적용하였다.
3.1. 부게이상 및 잔여중력이상
Fig. 3A는 연구 지역의 부게이상도(Bougure anomaly
map)이며 평균 부게이상은 약 0.5 mGal이며 최소 –25.0 mGal
에서 최대 약 20.0 mGal의 범위를 보인다. 15.0 mGal보다
높은 부게이상은 주로 서쪽 해안가를 따라서 나타나며,
평균 부게이상(0.5 mGal)보다 낮은 값들은 추가령단층대
를 따라서 북북동쪽에서 남남서쪽으로 이어져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지진의 깊이는
7~15 km 범위를 보이므로 상부 지각의 평균 깊이(약

Fig. 3. The complete Bouguer anomaly map (A) over the research area has a mean value of approximately –5.0 mGal and a range
from –25.0 to 20.0 mGal. The higher Bouguer gravity anomalies relative to the mean value (–5.0 mGal) are generally observed to
the west along the coast. The anomalies lower than the mean value (–5 mGal) reveal along the Chugaryoung fault system, where
the Jurrasic Grantite are mainly exposed. ① – ⑦ : Fault lines (see Fig. 2 for the identifications). (B) The regional gravity anomalies
are calculated using a wavelength of 2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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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m)까지의 밀도 분포를 파악하는 것은 수도권 지역의
지진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
한다. 중력장에서 파장(wave length)의 길이와 대략적인
깊이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 중에서 본 연구에서 채택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3
L c = ------- Dmax
2

연천지역(Fig. 4A에서 YEA로 표시된 지역)에 나타나는 낮
은 중력이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밀도의 화산암(2.56 g/cm3)
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외
의 지역에서 중력이상이 낮게 관찰되는 지역은 편마암(평
균 약 2.69 g/cm3)에 비해 저밀도 암석인 백악기 화강암
(평균 약 2.60 g/cm3)의 분포지와 일치한다.

(Degro, 1986; Lahmeyer, 1990)

여기서 Lc 는 파장의 길이를 나타내며, Dmax 는 파장이
미치는 최대 깊이를 나타낸다. 위의 식으로부터 10 km
안에 분포하는 상부 지각의 중력효과 값만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게이상 값(Fig. 3A)에서 약 20 km의 장파장
(long wave length)으로 표현되는 광역 중력이상 효과
(Fig. 3B)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 그 결과로 계산한 연구
지역 내에서의 잔여 중력이상(Residual gravity field)을 동
서 및 남북 방향으로 200미터 간격의 격자 크기로 그리
딩(Gridding)하여 Fig. 4A에 나타내었다. 수도권 지역의
잔여중력이상의 평균은 약 1.0 mGal이며, 최소 약 –10 mGal
에서 최대 약 14 mGal의 변화를 나타낸다. Fig. 4A에 제
시된 바와 같이 잔여중력이상 지도와 부게이상도를 비교
하면 추가령단층대를 따라서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낮은
중력이상의 분포가 뚜렷하게 표현된다.
지질도의 암석 분포와 잔여 중력이상 분포를 비교하면,

3.2. 곡률 분석과 미확인 단층
중력장의 곡률 분석(Curvature analysis)은 지표면 가까
운 곳에 존재하는 밀도의 경계면을 알아내기 위해서 사
용되는 방법이다(Roberts, 2001; Choi et al., 2020; 2021).
곡률 분석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은 지난 연구(Choi et al.,
2021)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밀도가 같은 2개의 지표면 하부 구조 (RHO1, RHO3)
사이에 밀도가 낮은 하부 구조(RHO2)가 위치하는 경우
RHO2 때문에 나타나는 이론적인 중력 분포는 가운데가
음의 값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나타난 중력
분포를 2차 미분에 의한 곡면의 기울기 값을 기준으로
하여 색깔로 표시할 수가 있다. 만약 이차 미분식에 의
해서 계산된 값이 0에 가까이 접근하면, 이는 이 지역의
하부에 중력장에 영향을 미치는 밀도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뜻하며, 흰색 계통의 색으로 표시하여 지각 내에서
밀도의 변화가 없음을 표시할 수 있다. 한편 곡률이 양

Fig. 4. A residual anomaly map of the research area (A), which is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regional gravity field (Fig. 3B) from
the Bouguer gravity field (Fig. 3A). The residual anomalies reflect the gravity effects of the crustal rocks much better than Bouguer
anomalies (Fig. 3A). The dip curvature map (B) shows anticipated fault lines with a NE-SW direction (red dotted lines with aF2,
aF5, aF8 and aF9) and a N-S direction (red dotted lines with aF1, aF3, aF4 and aF6). ① − ⑦ : Fault (see Fig. 2 for the iden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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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력값에서 음의 중력값으로 넘어가는 지점(RHO1에
서 RHO2로 넘어가는 경계면)의 곡률값은 당연히 음의
값을 갖게 되며, 이런 음의 곡률 값을 지도에서 파란색
으로 그 반대쪽 경계면(RHO2에서 RHO1로 넘어가는 경
계면) 즉 양의 곡률 값은 빨간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즉,
지도에서 빨간색 계통과 파란색 계통의 경계들은 지각
내의 밀도의 경계 부분임과 동시에 단층의 가능성이 매우
큰 곳이라는 것을 의미한다(Choi et al., 2019; 2020; 2021).
Fig. 4B는 잔여중력이상(Fig. 4A) 분포를 곡률 분석 방
식을 이용하여 위에서 언급한 색깔로 표시한 지도이다.
기존에 잘 알려진 추가령단층대의 각 단층선을 따라서
파란색과 빨간색의 경계면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
부분의 추가령 단층선들이 매우 뚜렷한 밀도의 경계면들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지질도 상에서 나타난 모든
단층선에서 뚜렷한 밀도의 경계면이 관찰되고 있지는 않
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첫째로 지질도에 표기된 단층의 위치가 노두
산출 부족 등의 원인으로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둘
째로는 기존 단층을 중심으로 암반의 밀도 경계가 뚜렷
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로는 단층 지역에 충분한 중력
측정 데이터가 없어서 생길 수 있는 오류일 가능성도 있
다. 상세한 해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질정보의 구축과
지각 내부의 밀도 경계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중력 측정 자료들이 필요하다.
기존 단층 경계면(Fig. 4B에서 검은색 실선)과 더불어
지금까지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밀도 경계면(미확
인 단층, Fig. 4B에서 빨간색 파선)들도 곡률 분석 결과
로 나타난다.
1) 포천단층(Fig. 4의 ②)과 왕숙천단층(Fig. 4B의 ③)
사이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뚜렷한 밀도의 경계
면(aF8, 빨간색 파선)이 관찰된다. 지질도와 비교하면 미
확인 단층은 백악기 화강암의 수직적 분포와 밀접한 관
계가 있으며, 추정 연장선을 따라 규모 2.0 이상의 지진
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활성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2) 왕숙천단층(Fig. 4의 ③) 동부 지역서 aF8과 유사한
방향의 밀도경계면에 해당하는 미확인 단층(Fig. 4B에서
aF9)이 보이며, 최근에도 단층선을 따라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건대 밀도 경계는 활성의 가능성이 있다.
3) 포천단층(Fig. 4의 ②)은 연구 지역의 북북동 지역에
서 시작하여 서울의 북서부 외곽까지 연결된 약 50 km
연장의 단층이라고 알려져 있다(Choi et al., 2012; Chung
et al., 2014). 중력의 곡률 해석에서 포천단층은 aF2와 연
결되는 단열로 보이는데 분석에 사용된 중력장 자료만으
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포천단층과 동일한 방향의 aF2
이상대가 연결된 단층이라면 포천단층은 기존에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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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달리 서울의 북부 경계를 지나 서해안까지 연결되
어 최소 100 km 이상의 단층으로 추정되며(Fig. 4B에서
aF2로 표시된 빨간색 파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
천단층 남단과 aF2의 북동 연장부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aF2의 예상단층선 상에서 미소 지
진이 발생하여 활성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4) 왕숙천단층은 북동쪽의 단층(Fig. 4B의 ③)과 서남
쪽의 단층(Fig. 4B에서 3번 실선)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고되었으나(Choi et al., 2012; Chung et al., 2014), 두
단층 사이의 연결성은 보고된 바가 없다. 곡률 분석에서
단층(③과 3)의 연결 가능성을 암시하는 새로운 단층 예
상 선(Fig. 4B에서 aF5로 표시된 빨간색 파선)이 서울 남
서부를 통과하는 것을 암시한다.
5) 동두천단층(Fig. 4B의 ①)과 평행으로 발달한 미확
인 단층선들이(Fig. 4B에서 aF1, aF3, aF4, aF6로 표시된
빨간색 파선) 동두천단층의 서쪽 지역에 보인다. aF6으
로 표시된 부분은 동두천단층을 따라서 동두천 이남부터
서울의 북한산까지 남북으로 분포하는 백악기 화강암의
서쪽 경계에 해당하며, aF4로 표시된 남쪽 연장선은 서
울 남부 지역에서 상부 지각 내에 분포하는 백악기 화강
암과 관련하여 뚜렷한 밀도 경계면(단층 예상 선)이 존
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미확인 단층으로 추정되
는 aF4와 aF6는 곡률 분석에서 새롭게 해석된 예상단층
(aF2)에 의해 동서 방향으로 약 7km 어긋나 있다. 남-북
방향의 aF4와 aF6가 먼저 형성된 동일 단층이라는 전제
하에 aF2는 후기에 발달한 우향 주향이동단층으로 해석된다.
6) aF3으로 표시된 미확인 단층은 지질도와 비교해 보았
을 때, 서울 서부의 편마암 지역에 발달하는 단층 중의 하
나로 판단된다. 경기도 부천 및 시흥 지역에는 aF3의 남쪽
연장선으로 판단되는 뚜렷한 밀도의 경계면(aF1)이 관찰
된다. aF4와 aF6 예상 선과 마찬가지로 곡률 분석으로 확
인된 aF1과 aF3 역시 북동-남서 방향의 미확인 단층(aF2)
에 의해서 동서 방향으로 약 7 km 어긋나 있고, aF2의 북동
부의 쥬라기 화강암은 형상은 aF2의 우향 주향이동의 변위
와 유사하다(Fig. 4A). 곡률의 형태로 볼 때 포천단층의
남서 연장선(aF2)을 따라서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이 서
로 반대 방향의 지구조 운동(Tectonic movement)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북동-남서 방향의 예
상 단층(aF2)이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7) 추가령 단층대의 단층은 대부분 북북동-남남서 방향
의 주향을 가지고 있으나, 곤지암 단층을 비롯한 중소규
모의 단층들은 남서-북동 방향 주향을 특징으로 한다. aF7
는 곤지암 단층과 같은 남서-북동 방향을 보이며, 동두천
단층, 포천단층, 경강단층, 왕숙천단층을 가로지르는 큰
규모의 단층으로 추정되며 수도권의 지질연구에 있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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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지질이상대로 판단된다.
8) 연구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
은 수도권 남서부 시흥시(Fig. 4에서 SE로 표시된 지역)에
서 2010년에 발생한 규모 3.0의 지진이다. 지금까지 시흥
지진을 일으킨 단층이 추가령단층과 관련된 주변 단층이
라는 추측은 있었으나, 정확한 단층 정보는 없었다. 곡률 분
석으로 새롭게 밝혀진 약 20 km의 길이의 단층 예상 선
(aF1)은 시흥지진이 일어나 곳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
는 새롭게 확인된 남북 방향의 단층이 규모 3.0 이상의
지진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3.3. Euler deconvolution 역산에 의한 단층의 깊이
중력장 변화의 원인이 되는 밀도의 경계와 깊이(source
depth)를 3차원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Euler deconvolution
역산법이 많이 사용되며 식 (1)과 같다(Thomson, 1982;
Reid et al., 1990; Pašteka et al., 2009).
∂Δg
∂Δg
∂Δg
( x – x0 ) ---------- + ( y – y0 ) ---------- + ( z – z0 ) ---------- = – NΔg
∂x
∂y
∂z

(1)

여기서 x, y, z는 측정점의 좌표이며, x0, y0, z0는 얻고
자 하는 밀도 변화 경계 지점의 좌표이고, g는 측정된 중
력값이다. N은 위 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structural
index (SI)이라고 하며, 위 식을 계산하기 위해 임의로 주
어진 변수다. SI는 오일러 역산에서 연구자의 경험에 의
해서 임의로 주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SI의 개
념을 이해해야만 지질학적인 밀도 구조의 깊이와 위치를
계산할 수 있다. 연구에서 사용한 Euler deconvolution
Algorithm (REDGER, Pašteka et al., 2009)에서는 지각
내의 밀도 변화의 평균 깊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SI 값
을 2로 주어야 하며, 지표면과 가장 가까운 깊이를 계산
하기 위해서는 0 에 가까운 값을, 그리고 단층면과 같은
곳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1의 값을 주도록 설계 되었다
(Pašteka et al., 2009; Choi et al., 2021). 계산식의 알고
리듬에서 연구자는 찾고자 하는 지질학적인 요소의 깊이
를 이해한 후에 SI 값을 선택하여 깊이를 계산해야 한다.
추가령단층대의 수직적 깊이를 계산하기 위해 3차원
Euler deconvolution 방식(식 1)을 사용하였다. 중력의 변
화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의 깊이(source depth) 분포를 알
아내기 위해서, Fig. 4A에 제시한 잔여 중력이상, SI=2의
값(Pašteka et al., 2009)을 식 1에 대입한 후, 3차원 Euler
deconvolution software (REDGER, Pašteka et al., 2009)를
이용하여 깊이를 계산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단층들의 깊이는 단층이 존재하는 수평
적 위치와 더불어 수직적 깊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단층들의 수평적 위치는 수평적으로 밀도가 뚜렷하게

변화하는 지점을 표시하며, 계산된 깊이 값들은 수평적
으로 나타난 밀도의 변화가 어느 깊이까지 연장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단층의 최대 깊이에
대한 근사치를 도출해 낼 수 있다.
Fig. 5A에 표시한 것처럼, 추가령단층대의 평균 단층의
깊이는 약 5,000 m이라는 것과 최대 깊이는 약 8,000 m
정도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이한 점은 동두천단층(Fig. 5A
의 ①)을 경계로 서쪽의 평균 단층의 깊이는 약 5,500 m,
동쪽의 평균 깊이는 약 4,000 m로 서쪽 지형이 동쪽보다
약 1,500 m 정도 더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5B는
추가령단층대를 서-동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선(Fig. 5A
의 W-E)을 따라서 나타난 잔여 중력이상 분포이다. 이
라인의 중력이상은 최소 –3.0 mGal에서 최대 6.0 mGal의
범위를 보인다. 지질도(Fig. 2)에서 이 선을 따라서 나타
나는 암석 분포(Fig. 5C)와 비교하면 평균 중력이상(Fig. 5B
에서 파란색 실선)보다 낮은 중력이상 값들이 나타나는
지역(Fig. 5B에서 LDZ1-LZD3으로 표시)은 대체로 밀도
가 낮은 화강암(평균 약 2.60 g/cm3) 분포와 일치한다. 또
한, 평균보다 높은 중력이상 값들은 화강암보다 밀도가
높은 편마암(평균 약 2.69 g/cm3)의 분포와 대체로 일치한
다. 그러므로, 밀도가 높은 편마암 지역에서 평균보다 낮
은 중력이상이 나타나는 지역(LDZ2와 LDZ3으로 표시된
지역)은 편마암 지역 하부에 밀도가 낮은 화강암(예로
Fig. 5C에서 G2, G3 표시된 화강암)이 분포할 가능성이 크다.
단층과 미확인 단층(Fig. 5B에서 검은색 실선으로 표
시) 부근에서는 중력의 변화가 음의 방향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선행 연구(Choi et al., 2021)에서도 언
급한 것처럼, 대규모 단층선에서 발달한 파쇄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5D는 중력의 변이를 일으킨 원인 물질의 깊이를
Euler deconvolution 방식으로 계산한 것이다. 계산된 평
균 깊이는 동두천단층(Fig. 5D에서 1로 표시)의 서쪽 지
역에서 약 5,500 m(Fig. 5C에서 W-Average로 표시된 실
선)이며, 동두천단층에서 포천단층(Fig. 5D에서 aF2로 표
시된 곳)으로 갈수록 평균 깊이가 약 2,500 m까지 상승
하며 보다 동쪽으로 이동하면 다시 평균 약 4,000 m로
깊어지는 것을 보여준다(Fig. 5D에서 E-Average로 표시
된 실선). 이는 동두천단층을 중심으로 서쪽 지역과 동쪽
지역의 지구조적인 운동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각 단층 및 단층 예상선에는 파쇄대의 전형적인 형
태인 쐐기 형태의 깊이들이 보인다(Choi, et al., 2021).
동두천단층에서 발달한 파쇄대의 최대 깊이는 약 6,500 m
로서 연구 지역에서는 가장 깊은 파쇄대를 갖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와 비슷한 깊이의 파쇄대는 곡률 분석(Fig. 4B)
으로 확인된 포천단층의 연장선(Fig. 5D에서 aF2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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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Euler deconvolution technique are applied by using the residual gravity- (Fig. 4A) to obtain preliminary information on
the 3D distribution of source points in the study area. The deep mass points greater than the mean depth (4,500 m), are mainly clustered
in the western parts of the Dongducheon fault line marked with ①, while the eastern part of the Pocheon fault marked with ② is
expected to be less than 4,000 m deep. Residual anomalies along the W-E profile (B) (refer to Fig. A for the location of the profile)
ranges from –2.0 mGal to 6.0 mGal. The maximum source depth along the profile (D) are compared to the rock types (C).

된 곳)에서의 약 6,000 m, 왕숙천단층(Fig. 5D의 ③)의 약
5,000 m, 경강단층(Fig. 5D의 ④)의 약 6,000 m이다.

4. 결 론
추가령단층대가 발달하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단
층의 3차원적인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20여 년
에 걸쳐서 지상 관측한 약 5,000점의 중력장 데이터를 수
집하고 부게이상 지도를 작성하였다. 지하 약 10 km까지
의 상부 지각 내에서의 밀도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20 km의 장파장 중력효과를 계산하였으며, 이 효과 값을
부게이상에서 제하여 잔여 중력이상 지도를 작성하였다.
곡률 분석(Curvature analysis)과 오일러 디콘볼루션(Euler
deconvolution)과 같은 중력장 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잔
여 중력이상을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포천단층과 왕숙천단층 사이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북동-남서 방향의 활성단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
우 크며, 이 단층은 백악기 화강암의 수직적 분포와 밀
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왕숙천단층과 경강단층 사이에 북동-남서 방향의 활
성단층이 존재하며, 이 역시 백악기 화강암의 수직적 분
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포천단층 남단에서 남서 방향으로 중력이상대가 연장
되며 동일한 전단을 가정하면 포천단층은 경기 북부 지
역으로부터 서울의 중심부를 지나서 서해안 지역까지 연

결된 최소 약 100 km 연장의 활성단층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4) 남북 방향으로 발달한 예상 단층이 동두천단층의 서
쪽 지역에 발달하며, 이 단층은 포천 단층의 연장선을 경
계로 동서 방향으로 약 7 km 정도 지구조 활동(Tectonic
movement)을 한 흔적을 보여준다.
5) 서울을 중심으로 북동쪽과 서남쪽의 분절로 나누어
져 있는 왕숙천단층의 연결 가능성을 암시하는 단층 분
절이 서울의 중심부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6) 2010년 수도권 남서부의 시흥에서 발생한 규모 3.0
의 지진은 곡률 분석으로 새롭게 밝혀진 남북 방향으로
발달한 약 20 km 길이의 단층의 움직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오일러 디컴볼류션 방식으로 계산된 원인 밀도 물
질의 평균 깊이 분포는 동두천단층의 서쪽 지역(약 5,500 m)
이 동쪽 지역(약 4,000 m)보다 또렷하게 깊다는 것을 보
여준다. 이는 동두천단층을 중심으로 서쪽 지역과 동쪽
지역의 지구조적 운동(Tectonic movement)이 다르다는 것
을 시사한다.
8) 동두천단층에서 발달한 파쇄대의 최대 깊이는 약
6,500 m로서 연구 지역에서는 가장 깊은 파쇄대를 갖는 것
으로 판단되며, 포천단층은 약 6,000 m, 왕숙천단층은 약
5,000 m, 경강단층은 약 6,000 m 정도의 파쇄대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곡률 분석과 오일러 디컴볼류션 등
의 중력장 해석은 방법론적인 면이나 측정된 데이터의
양과 질 및 그 균질성에 의해서 해석의 정확도가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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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신뢰성 있는 미확인
단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중력 자료의 구
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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