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약 2,000만 년이 지나면 이 두 도시는 
나란히 놓일 것이다.

Tanya Atwater의 도움을 받아 씀

과학은 재해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

샌프란시스코 지진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샌 안드레아스 단층의 지진 재해를 이해할 수 있
는 것처럼, 1960년대에 제시된 판구조론은 과학
자들이 판구조론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파괴적
인 지질학적 사건의 분포와 발생을 예측할 수 있
는 검증 가능한 모델을 제공했다.

재해위험을 잘 평가하면 의사결정을 잘 내릴 
수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지구의 내부 구조와 판구조론
은 자연재해가 아니지만, 이들은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와 많은 부분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 과정을 이해하면 자연재해의 위험
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1 2

5가지 기본 개념의 적용
판의 경계에 위치한 두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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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내부의  
구조와 판구조론

판의 경계에 위치한 두 도시

캘리포니아는 두 지각판 사이의 경계에 걸쳐 있다. 그 경계는 북아메리카판과 태평양

판 사이에 걸쳐 나타나는 악명 높은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다(그림 2.1). 단층은 한 판

이 상대적으로 다른 판과 이동할 때 나타나는 균열이며, 샌 안드레아스 단층은 수백 

킬로미터 길이로 나타나는 균열이다. 캘리포니아의 두 주요 도시, 즉 남쪽의 로스앤

젤레스와 북쪽의 샌프란시스코는 이 단층의 서로 반대쪽에 존재한다. 1906년에 샌 안

드레아스 단층이 움직인 결과, 대지진이 발생하여 샌프란시스코의 약 80%가 파괴되

고 3,000명이 사망했다. 당시에는 지진이라는 현상을 이해하지 못했고, 대부분의 사

람들은 지진이 지하 폭발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1906년의 지진에 대

한 과학적 연구를 진행한 결과, 샌 안드레아스 단층의 존재를 확인하고 지진의 원인

을 이해할 수 있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일어나는 중규모에서 대규모의 지진 중 상당수가 샌 안드

레아스 단층대와 연관된 단층에서 발생한다. 캘리포니아 해안가의 아름다운 산악지

형 중 대부분은 이 단층이 움직인 결과 생긴 것이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풍경 때문에 

사회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1906년 이래 샌 안드레아스 단층대 또는 그와 연

관된 단층에서 생긴 지진, 즉 판 경계의 영향을 받은 지진들은 수백 명의 생명뿐만 아

니라 수십억 달러의 재산 손실을 초래했다. 캘리포니아의 건물, 교량 및 기타 구조물

학습목표

지구 표면은 지진, 화산, 산맥, 대륙 및 해양 
분지를 생성하는 지구 내부의 지각 운동이 없
었다면 비교적 매끄럽고 단조로운 지형이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지구 내부에 초점을 맞
춘다. 이 장의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지구의 기본적인 내부 구조와 지질학적 
과정을 묘사한다.

  2  판구조론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증거를 요
약한다.

  3  서로 다른 유형의 판 경계를 비교하고 대
조한다.

  4  판구조론의 기작을 설명한다.
  5  판구조론이 어떻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

구 표면의 모습을 변화시켰는지 설명한다.

  6  판구조론의 원인이 되는 두 가지 기본 과
정을 비교하고 대조한다.

  7 판구조론을 자연재해와 연관 짓는다. 

 1906년 지진 이후의 샌프란시스코

무장한 경비원이 1906년 지진 이후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전역에서 일어난 화재 때문에 붕괴된 건물 잔
해 사이를 순찰하고 있다. (Niday Picture Library/Alamy)

자연재해는 서로 관련되어 있다.

판의 움직임은 지진과 화산활동과 직결되며, 이
러한 사건들은 쓰나미와 중력사면이동과 연관
되어 있다. 또한 판구조론 때문에 높은 지형이 
형성되므로, 판의 이동은 간접적으로 기상 패턴 
및 악천후, 홍수, 침식 및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인간 활동으로 재난이 재앙으로 변할 수 있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의 인구는 
합쳐도 1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오늘날 태
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의 경계에 위치한 이 두 
도시에는 1,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
다. 만약 대지진이 발생하면 단순히 인구가 증가
하는 것만으로도 대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재해 피해는 줄일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엄격한 건축 법규 덕분에 인공 구
조물이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장에서는 판구조론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재
해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배
울 것이다.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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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니아의 지형은 현재와는 다소 다를 것이

다. 사실 1992년에 샌 안드레아스 단층 동

쪽에 위치한 랜더스 지역에서 일어났던 것

과 같은 여러 지진은 판 경계가 점차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지시할 수도 있다.

제1장에서 소개된 5가지 기본 개념은 이 

장에서 판의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파괴

적인 지진에 관한 논의에 적용될 것이다

(앞 페이지의 기본 개념의 적용 참조). 이어

지는 장들 또한 이와 유사하게 기본 개념을 기본적인 사례연구에 

적용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각 장 끝부분에서는 사례연구를 상세

히 다시 살펴보고 5가지 기본 개념을 직접 적용해 볼 것이다.

2.1 지구 내부의 구조

“솔로몬 가족은 외계인”이라는 시트콤을 알고 있는가? 원제인 

‘3rd Rock from the Sun’은 우리의 행성, 지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지구는 단순한 불모지가 아니며, 어떤 면에서는 초콜릿으로 덮

인 체리와 비슷한 복잡하고 동적인 행성이다. 다시 말하면, 지구

는 딱딱한 바깥 껍질(지각), 단단한 중심핵, 그리고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두꺼운 액체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꺼운 액체 층, 

즉 맨틀은 역동적인 내부 작용 때문에 움직이며, 이는 지구 표면

들은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짓는 것보다 비싸다. 오래된 구조물은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지진 보험

에 가입하여 언젠가 일어날 대지진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

고 한다.

로스앤젤레스는 태평양판에 있으며 북아메리카판에 있는 샌프

란시스코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다. 약 2,000만 년이 지나면 

이 두 도시는 나란히 놓일 것이다. 만약 그때까지 사람들이 존재

한다면, 그들은 어느 도시가 더 큰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보통 큰 판은 수억 년의 긴 지질학적 수명을 가지기 때문

에, 2,000만 년 후에도 북아메리카판과 태평양판 사이에는 판 경

계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경계는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아

닐 수도 있다. 판 경계는 아마도 동쪽으로 이동했을 것이며, 캘리

 그림 2.1 샌 안드레아스 단층

캘리포니아에서 샌 안드레아스 단층의 위치를 보여 주
는 미국 서부의 적외선 사진 지형도. 빨간색 화살표
는 단층을 따라 상대적으로 판이 이동하는 방향을 지
시한다. (Based on R. E. Wallace/National Earthquake 

Information Center. U.S.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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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큰 지형인 대륙과 대양 분지를 형성하는 원인이다. 대

륙과 해양 분지의 존재는 해류와 바닷물에 의해 운반되는 전 지

구적인 열 분포를 제어하며, 이는 기후, 날씨 및 동식물의 지구 

상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지구의 내부 작용은 산맥, 

화산 지대의 분포, 티베트 고원과 로키 산맥과 같은 높고 넓은 지

형의 형성 과정의 원인이 된다. 산과 고원 등 높은 지형은 대기 순

환 패턴(날씨)과 장기적인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구의 

모든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구의 내부 작용

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관심 이상으로 중요하다. 지구

의 내부 작용은 지구 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공유하는 수

많은 환경을 만들어 내는 핵심 과정이다.

지구는 동적이며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구의 반경은 약 

6,370km이다. 지구의 내부 구조는 <그림 2.2>에 표시되어 있다. 

지구의 내부 구조를 이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1. 조성과 밀도(무겁거나 가벼운 정도)

2. 물리적 특성(예：고체 또는 액체, 무르거나 단단함)

이 책에서는 우리 행성의 내부를 보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지구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1는 다음과 같다. 

  고체로 된 내핵(inner core)은 반지름이 약 1,200km로, 달의 크

기와 유사하나 태양의 표면 온도와 비슷할 정도로 뜨겁다.2 내

핵은 주로 금속, 그중에서도 철(중량의 90% 정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량의 황, 산소 및 니켈 등을 포함한다.

  액체로 된 외핵(outer core)은 그 두께가 2,200km를 약간 넘

고, 그 조성은 내핵과 유사하다. 내핵과 외핵의 평균 밀도는 약 

10.7g/cm3이며, 지구 중심 근처에서 나타나는 최대 밀도는 약 

13g/cm3이다. 비교하자면, 물의 밀도는 1g/cm3이며 지구의 평

균 밀도는 약 5.5g/cm3이다.

  거의 2,900km에 달하는 두께의 맨틀(mantle)은 외핵을 둘러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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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지구와 그 내부

(a) 지구의 중심부터 표면까지의 구조를 보여 주는 이상적인 형태의 그림. (b) 암석권은 지각 전체와 상부 맨틀의 일부를 포함하는 강한 층이고, 연약권은 맨틀 내부에
만 존재하는 약한 층이다.

왼쪽 그림에서 나타나는 층들은 물리적 특
성, 즉 액체인지 고체인지, 무르거나 단단
한 정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암석권 
두께 100km
(강함)

물리적 특성에 따른 구분

오른쪽 그림에서는 서로 다른 조성의 세 
층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화학적 특성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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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주로 철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단단한 규산질 암석으

로 이루어져 있다. 맨틀의 평균 밀도는 약 4.5g/cm3이며, 핵 밀

도의 절반 이하이다.

  지구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는 암석층인 지각(crust)은 그 두

께가 일정하지 않다. 맨틀과 지각 사이의 경계는 모호로비치

치 불연속면[모호면(Moho)이라고도 불림]이다. 이 불연속면은 

평균 밀도가 약 2.8g/cm3 정도로 더 가벼운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각과 더 무거운 암석으로 이루어진 맨틀 사이에 나타난다.

대륙과 해양지각은 그 속성과 생성 과정이 크게 다르다 지구 표

면 근처에서 나타나는 맨틀의 최상부를 일컫는 단어는 상당히 복

잡하다. 예를 들어, 지구의 차갑고 단단한 최외각의 층은 암석권

(lithosphere)이라고 불린다(lithos는 ‘암석’을 뜻한다). 암석권은 그 

아래에 존재하는 연약권(asthenosphere), 즉 상대적으로 약한 암

석(asthenos는 ‘약하다’는 뜻이다)이 뜨겁고 천천히 흐르는 층보

다 훨씬 단단하다. 암석권의 두께는 평균 약 100km로, 대양 중

앙 해령(mid－ocean ridge) 아래에서는 수 킬로미터 정도의 두께

이나, 해양지각 아래에서는 약 120km, 대륙지각 아래에서는 약 

20~400km 정도이다. 지각은 암석권의 맨 위에 존재하는 부분으

로, 지각을 이루는 암석은 맨틀 암석보다 밀도가 낮다. 또한 해양

지각은 대륙지각보다 약간 더 밀도가 높고 더 얇다. 해양지각의 

평균 두께는 약 6~7km 정도로 균일한 반면, 대륙지각의 평균 두

께는 평균 약 35km이고 산악 지대에서는 최대 70km에 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각의 평균 두께는 지구 총반지름의 1% 미만에 불

과하며, 귤의 얇은 껍질과 유사하다. 하지만 지각은 우리의 주요 

관심 대상인데, 우리가 지각의 표면에 살기 때문이다.

대륙과 해양지각은 밀도와 두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지질학

적 역사 또한 크게 다르다. 현재 바다에 존재하는 해양지각의 나

이는 약 2억 년 미만에 불과하지만 대륙지각의 나이는 수십억 년 

이상이다. 지표면으로부터 약 3,000km 아래, 즉 핵－맨틀 경계에

서 일어나는 작용은 우리 행성의 표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과학자들은 맨틀 내에서 거대한 대류의 순환이 일어난다고 추측

하며, 핵－맨틀 경계만큼 깊은 곳에서부터 표면까지 상승한 다음 

다시 하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대류(convection)의 개념은 용암 

램프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그림 2.3). 이 램프의 바닥에는 

전구가 존재하며, 이 전구는 램프 속 왁스에 열을 공급한다. 램프

를 가열하면 램프 하단의 왁스가 팽창하여 밀도가 낮아지고, 그 

결과 왁스의 밀도가 램프 내의 다른 액체의 밀도보다 낮아지면 

왁스는 위로 올라간다. 왁스가 위로 떠올라 열원으로부터 멀어지

면 왁스의 온도가 떨어지고 수축하여 밀도가 증가한다. 왁스의 

밀도가 액체의 밀도보다 커지면 바닥으로 가라앉고, 바닥에서 다

시 가열되어 이 과정이 반복된다. 이러한 온도에 의한 순환을 대

류환(convection cell)이라 한다.

단단한 암석 속에서 작동하는 대류환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렵긴 하지만, 대류환은 지구의 맨틀 내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맨틀 대류(mantle convection)는 지구 내부의 열에 의해 

작동하는데, 그 열원은 행성이 형성될 당시의 열, 핵의 결정화 작

용에서 생성된 열, 맨틀 전체에 흩어져 있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

(예：우라늄) 등이다. 맨틀이 한 번 완전히 순환하는 데는 5억 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1 맨틀 대류를 이해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과정이 지구 표면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인 판구조론을 이해하

는 것이다.

2.1 이해도 점검
1. 지구의 내핵과 외핵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
2. 암석권과 연약권의 주요 속성은 어떤 면에서 다른가?

2.2 판구조론

지구조론(tectonics)이란 용어는 지구의 암석권을 변형시켜 대양 

지형, 대륙 및 산과 같은 지형을 생성하는 대규모의 지질학적 과

 그림 2.3 대류

대류의 개념을 보여 주는 용암 램프의 그림. 램프 바닥에서 열을 가하면 용암이 
밀도가 낮아져 부력으로 인해 상승하게 된다. 열원에서 멀어지면 용암은 식고 밀
도가 높아져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차가워지는 왁스

가라앉는  
차가운 왁스볼

대류환
(검은 화살표를  
따라가는 방향)

뜨거워진 왁스가  
상승하는 기둥

전구(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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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가리킨다. 지구조적 과정은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 일어나

며, 이는 지구 시스템의 중요한 하위 시스템인 판구조 시스템의 

일부이다.

판의 이동

암석권은 여러 개의 움직이는 큰 조각, 즉 지각판(lithospheric plate 

or tectonic plate)3으로 나뉘는데, 이는 암석권 아래에 있는 연약권

이 약한 특성으로 인해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4a>의 세

계지도에는 주요 판의 위치와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빨간색 화

살표는 인접한 판에 대한 각 판의 상대적 이동을 나타낸다. 판구

조론(plate tectonics)은 판의 생성, 이동 및 파괴와 관련된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는 지진과 화산을 포함하여 이 책에서 논

의된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의 원인이다.

모든 주요 판에는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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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지구의 판

(a) 주요 지각판, 판 경계 및 판의 상대적 이동 방향을 보여 주는 지도. (b) 화산 및 지진의 위치를 보여 주는 지도. 이 지도에서 나타나는 지진과 화산의 위치와 (a)에
서 확인할 수 있는 판 경계의 위치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목하라. (Based on R. Christopherson, Geosystems, 2nd ed. Englewood Cliffs, NJ, 1994: Macmillan and 

Hamblin, W. K., Earth’s Dynamic Systems, 6th ed. New York: Macmilla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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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a). 대부분 해양지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태평양판조차

도 북미 대륙의 작은 조각을 포함한다(그림 2.1 참조). 판의 크기

는 다양하여, 매우 큰 판도 존재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작은 판도 

존재하나, 이들은 모두 지역적 규모에서 중요하다. 예를 들어, 미

국 북서부 연안에 위치하는 후안 데 푸카(Juan de Fuca)판은 상대

적으로 작지만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일어나는 많은 지진과 오리

건과 워싱턴에 존재하는 모든 화산활동을 일으키는 원인이다(그

림 2.4a). 인접한 판의 경계 사이에는 상대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

문에 판 경계는 지질학적으로 활동적이다. 특히 대부분의 지진

은 판 경계와 관련이 있으며, 때문에 지진 분포를 세계지도에 표

시하면 판 경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그림 2.4b). 판은 긴 지질

학적 시간을 거쳐 형성되고 파괴되며, 지구 내부에서 지표면으로 

물질을 순환시킨다. 이러한 판의 재순환은 지구조적 순환(tectonic 

cycle)이라고 불린다.

판구조론 단단한 지각판이 연약권 위로 움직이면 지각판 내부

에 포함된 대륙은 그와 함께 따라 움직이게 된다.4 대륙이 이동

한다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1915년 독일의 과학자 알프

레드 베게너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그가 대륙이동(continental 

drift)의 근거로 제시한 증거는 대륙의 형태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것과, 현재는 대서양에 의해 분리된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화석이 유사하다는 것이었다(2.4절 참조). 베게너의 가설

은 옳았지만, 그는 대륙이 지구의 표면을 따라 이동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가설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이 가설에 대한 해답은 해저확장(seafloor spreading)이 발견된 

1960년대 후반에서야 제시되었다. 중앙해령(mid－oceanic ridge) 

또는 확장중심(spreading center)이라고 불리는 해저지역에서는 지

각판이 서로 멀어지거나 갈라진다. 이곳에서는 지구의 내부에서 

뜨거운 암석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상승한 다음 냉각되어 판 

가장자리에 새로운 해양지각을 덧붙이는 과정을 통해 판이 성장

한다(그림 2.5). 해양지각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부 판 경계(확

장중심)를 따라 생성되지만, 차가워져 밀도가 높아진 지각이 섭

입대(subduction zone)에서 연약권으로 가라앉을 때 파괴된다. 따

라서 대륙은 해양지각을 통과하지 못하며, 대신 판이 확장중심으

로부터 멀어지거나 섭입대로 다가갈 때 해양지각과 함께 운반된

다. 확장중심에서 판이 새롭게 생성되는 속도는 섭입대에서 판이 

파괴되는 속도와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지구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침강하는 판에 의해 화산과 지진이 생성된다 <그림 2.6>에는 섭

입대에서 판이 상부 맨틀로 침강하는 개념이 소개되어 있다. 침

강하는 차가운 해양지각과 뜨거운 연약권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암석이 약 150km 깊이에서부터 녹기 시작하여 대량의 용암, 즉 

마그마(magma)가 생성된다(제5장 참조).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

은 마그마는 판을 뚫고 지표면으로 올라가서 섭입대를 따라 사슬

처럼 이어진 화산대를 만들어 낸다. 태평양을 둘러싸며 나타나는 

것과 같은 화산대를 화산호(volcanic arc)라 한다. 상부 맨틀로 하

강하는 판[때로 슬랩(slab)이라고도 불린다]의 경로는 지진에 의해 

분명히 표시된다. 해양지각이 다른 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이 두 

판 사이 또는 섭입하는 해양판 내부에서 지진이 발생한다. 섭입

열점화산
발산경계
중앙해령 변환단층 섭입대

지구대

뜨거운 암석이 
상승함

용융

용융

차가운 암석이
침강함

용융

용융

열점

연약권

연약권

대륙지각

대륙 암석권

해양 암석권

 그림 2.5 판구조론의 모델

판구조론이 일어나는 주요 기작을 보여 주는 블록 다이어그램. 새로운 해양 암석권은 중앙해령(발산경계)에서 생산되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해양 암석권이 섭입대(수렴
경계)에서 지구 내부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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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각판이 주위의 연약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차갑고 딱딱하

기 때문에, 이 차이로 인해 암석이 부서지고 지진 에너지가 방출

되며 그 결과 지진이 발생한다(제3장 참조).5

섭입대에서 지구 내부로 하강하는 판은 매우 작은 각도에서 거

의 수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도를 가진다. 과학자들은 하강

하는 슬랩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얕은 곳에서 깊은 곳까지 다양

한 각도에서 측정하여 이 각도를 결정할 수 있다(그림 2.6). 이러

한 지진이 일어나는 경사면을 와다티－베니오프대(Wadati－Benioff 

Zone)라고 한다. 와다티－베니오프대의 존재는 단단하며 ‘부서지

기 쉬운’ 암석권의 섭입이 일어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다.5

판구조론은 통합 이론이다 지질학에서 판구조론은 다양한 지질

학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통합된 개념으로, 다윈의 종의 기원

이 생물학에 미치는 영향에 비교할 수 있다. 즉 생물학자들이 이

제 생물의 진화론적 변화를 이해한다면, 지질학자들은 지구가 어

떻게 작동하는지, 즉 판이 이동하는 방향, 지진과 화산의 분포, 

서로 다른 대륙 간에 나타나는 유사한 화석, 지자기의 변화 등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판구조론이 생기는 정확한 기작은 

알지 못하지만, 지구의 맨틀 내에서 일어나는 대류가 그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2.1절 참조).

<그림 2.7>에서 볼 수 있는 가상의 대류환에서는 지구의 맨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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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6 섭입대

섭입대에서 일어나는 과정과 재해 사이의 연관관계를 
보여 주는 이상적인 모델. 침강하는 해양 암석권과 맨
틀 사이의 상호작용 결과 지구 표면에서 암석의 용융
과 화산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섭입대에서 파괴적인 
지진은 광범위한 깊이에 걸쳐 일반적으로 발생한다. 
기울어져 하강하는 판을 따라 얕은 곳에서 깊은 곳까
지 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와다티－베니오
프대라고 한다(발견한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됨).

섭입대

중앙해령
암석권

섭입대

연약권

가라앉는 차가운 
맨틀과 암석권

700km

맨틀
상승하는
뜨거운
맨틀

외핵

내핵

 그림 2.7 판 이동

판 이동과 맨틀 대류 모델. 지구의 바깥층
(또는 암석권)은 약 100km의 두께를 가지
며 하부에 있는 연약권, 즉 뜨겁고 천천히 
흐르는 암석층보다 강하고 단단하다. 중앙
해령은 판이 서로 당겨지는 곳에 발달하는 
확장중심으로 빈 틈을 따라 뜨겁고 잘 떠
오르는 마그마가 상승한다. 판은 중앙해령
에서부터 멀어짐에 따라 차가워지고 밀도
가 높아지며, 그 결과 섭입대에서 가라앉아 
맨틀로 가라앉게 되고, 대류 시스템을 완성
하게 된다.
(From Grand, S. P., " Mantle Shear Structure 
Beneath the Americas and Surrounding 
Oceans,"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99:11591–621, 1994. Based on Hamblin, W. 
K., Earth’s Dynamic Systems, 6th ed. New 
York: Macmillan, 1992.)



34 제2장 지구 내부의 구조와 판구조론 

깊은 곳에서 용융된 뜨거운 암석이 암석권 아래로 떠오르며 그 

결과 지구 표면의 판을 움직인다. 중앙해령을 따라 판이 갈라진 

결과, 약간의 마그마가 해저면 위로 분출하거나 또는 지표 아래

에서 냉각되어 판 가장자리에 새로운 해양지각이 추가된다. 향

후 1,000만 년에서 2억 년 동안 새롭게 형성된 해양지각은 점차적

으로 발산경계에서 멀어지며 식을 것이다. 해양지각의 밀도가 그 

아래에 있는 연약권의 밀도와 비슷할 만큼 충분히 냉각되면, 해

양지각은 섭입대에서 맨틀로 가라앉아 대류환을 완성할 것이다

(그림 2.7).

판 경계의 종류

판 경계에는 발산경계, 수렴경계, 변환단층경계 등 세 가지 기본 

유형이 있으며 이는 경계의 양측에 있는 판이 상대적으로 이동하

는 방향에 따라 정의된다(그림 2.4a 및 표 2.1 참조). 이 경계는 지

도와 도표에 나타난 것처럼 좁은 균열이 아니라,5 그 폭이 수 킬

로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영역이다. 판 경계 영역은 

해양지각에서는 더 좁고 대륙지각에서는 더 넓다.

발산경계(divergent boundary)는 이웃하는 판이 서로 멀어지고 

새로운 암석권이 형성되는 곳에서 생성된다. 해저확장이라고 불

리는 이 과정은 전형적으로 중앙해령에서 일어난다. 중앙해령은 

맨틀의 고온 물질이 상승할 때 만들어지며, 이때 가운데에 열곡

이 있는 좁고 긴 산맥이 만들어진다. 이는 지구대(rift valley) 또는 

열곡대(rift)라고 불리는데, 판이 갈라질 때 암석권이 양쪽으로 잡

아당겨져 뜯어지고 갈라지며 갈라진 계곡이 생기기 때문이다. 발

산경계를 따라 만들어지는 중앙해령 시스템은 지구 상의 거의 모

든 해양 유역에서 발견되는 선형의 산맥을 형성한다(그림 2.8). 

이 산맥들은 주변 해저에서 2,500m 정도나 솟아 올라 있지만, 아

이슬란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수면 아래 완전히 숨겨져 있다

(제5장 참조). 중앙해령에 발달하는 산맥에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길이는 65,000km에 달해 육상에 존재

하는 산맥들보다 열 배 이상 길다. 드물기는 하지만, 발산경계와 

지구대는 동아프리카의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와 같이 대륙에서

도 발달할 수 있다(그림 2.4a 및 그림 2.5 참조).

수렴경계(convergent boundary)는 판이 서로를 향해 움직이는 

곳에서 생성된다. 수렴하는 판 중 하나가 해양판이고 다른 하나

가 대륙판이면 해양－대륙판 충돌이 발생한다. 밀도가 높은 해양

판은 대륙판의 가장자리 아래에 있는 맨틀로 가라앉아 섭입대를 

형성한다(그림 2.9a). 대륙과 해양판이 수렴하거나 충돌하면 압

축이 발생할 수 있다. 압축(compression)은 일종의 응력 또는 단위 

면적당 힘이다. 해양－대륙판 충돌이 일어나면 암석권에 압축이 

가해져, 식탁보를 밀면 접히는 것처럼 지구의 표면이 짧아진다. 

지각이 줄어들면 식탁보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이 습곡이 생성되

거나, 암석이 균열을 따라 이동하여 단층을 생성하고 그 결과 암

석권이 두꺼워지게 된다. 이러한 변형 과정은 남태평양의 안데스

산맥과 미국 태평양 북서부의 캐스케이드산맥과 같은 주요 산맥

과 화산을 생성한다.

두 개의 해양판이 충돌하는 경우, 하나의 판이 다른 하나의 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섭입대와 활 모양으로 늘어선 화산, 즉 북태

판 경계 작용하는 판 기작 결과 예 자연재해

확장경계 보통 해양판 두 개의 판이 서로 반대쪽으
로 이동하며 마그마가 상승
하여 빈 공간을 메운다.

중앙해령이 만들어지며 새
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지
고 각각의 판에 덧붙여진다.

아프리카판과 북아메리카판
의 경계에 발달하는 대서양 
중앙해령(그림 2.8)

약하거나 중간 정도의 지진
과 폭발적이지 않은 화산  
활동

수렴경계(섭입) 해양－대륙판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
입한다.

육상 화산호와 깊은 해구가 
만들어진다. 지진과 화산활
동이 발생한다.

나스카판과 남아메리카판 
경계에 발달하는 육상 화산
맥인 안데스산맥(그림 2.4a)

대지진, 폭발적인 화산활동, 
쓰나미, 산사태, 침강

수렴경계(섭입) 해양－해양판 오래되고 더 무거운 해양판
이 젊고 더 가벼운 해양판 
아래로 침강한다.

호상열도와 깊은 해구가 만
들어진다. 지진과 화산활동
이 발생한다.

카리브판과 남아메리카판 
경계에 발달하는 호상열도
인 카리브열도(그림 2.4a)

대지진, 폭발적인 화산활동, 
쓰나미, 홍수, 산사태, 침강

수렴경계(충돌) 대륙－대륙판 어떤 판도 연약권으로 침강
할 만큼 무겁지 않기 때문에 
압축이 일어난다. 

크고 높은 산맥이 만들어지
고,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인도－오스트레일리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한 결과 
만들어진 히말라야산맥(그림 
2.4a)

지진, 홍수, 산사태

변환단층경계 해양－해양판 또는 
대륙－대륙판

판이 서로 스쳐 지나간다. 지진이 흔하게 발생하며 지
형학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북아메리카판과 태평양판을 
경계 짓는 샌 안드레아스 단
층(그림 2.11)

지진

 표 2.1 판 경계의 종류：기작, 결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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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 데 푸카 해령
대서양 중앙해령

동아프리카 열곡대

동태평양 해령

남동 인도양 해령 태평양 남극 해령

남서 인도양 해령

중앙
인도양
해령

후안 데 푸카 해령
대서양 중앙해령

동아프리카 열곡대

동태평양 해령

남동 인도양 해령 태평양 남극 해령

남서 인도양 해령

중앙
인도양
해령

대륙 화산호

해구
해구

해양지각 해양지각

대륙지각

대륙 암석권
대륙 암석권

용융

용융

침강하는 해양 암석권
침강하는 해양 암석권

연약권 연약권

해양 암석권

호상열도

해구

해양지각

대륙 암석권
대륙 암석권

대륙 암석권 대륙 암석권

용융

침강하는 해양 암석권

연약권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

습곡 산맥

스러스트 단층스러스트 단층

융기된 해양지각의 조각

 그림 2.8 중앙해령 시스템

발산경계를 따라 발달하는 중앙해령을 강조한 해저 지형도. 이 해령들은 연속적이지 않고, 수천 개의 개별적인 확장중심이 해령에 수직 방향으로 
발달하는 변환단층에 의해 연결되어 만들어진다는 점을 유의하라. (World Ocean Floor Panorama by Bruce C. Hezeen and Marie Tharp. Copyright by 

Marie Tharp 1977/2003. Reproduced by permission of Marie Tharp Maps, LLC 8 Edward Street, Sparkill, New York 10976.)

(a) 해양－대륙 경계
  해양판과 대륙판이 부딪칠 때 해양판은 대륙판 밑으로 가라앉아야 하는

데, 두꺼운 대륙지각의 밀도가 너무 낮아서 연약권으로 가라앉을 수 없
기 때문이다.

(b) 해양－해양 경계
  해양판 사이에 수렴경계가 형성될 때, 더 오래되고 더 두껍고 더 밀도가 

높은 판이 밀도가 낮은 판 아래로 섭입한다.

(c) 대륙－대륙 경계
  해양지각이 섭입하면 필연적으로 대륙이 만나게 된다(위쪽 그림). 대륙은 

침강하기에는 너무 잘 떠오르기 때문에, 대륙이 충돌대에서 위쪽으로 밀
려 올라가며 높은 산이 만들어지게 된다(아래쪽 그림).

 그림 2.9 수렴경계

세 가지 유형의 수렴경계의 특성을 보여 주는 이상적인 다이
어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