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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원전 건설에 있어서 부지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원전 부지의 지진 

안전성은 과거 역사 기록이나 지진계 기록에만 의존해서는 만족스럽게 평가 

되기 어렵다. 과거 지질시대 동안 지진을 동반한 단층 활동에 대해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연대 측정 자료를 구할 수 있다면 단층 활동의 시공간적 형태 

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원전 부지의 향후 지질학적인 안전성 여부를 판 

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자료가 된다. 단층이나 파쇄대는 

지각의 약한 부분으로 지체운동이 일어날 때 재활성화될 가능성이 크고 지 

하 유체의 중요한 이동 통로가 된다. 단층 활동시기에 대한 절대연대 측정법 

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었으나 시료 종류와 연대 범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특히 신기 단층에 대한 연대 측정에 있어 

서는 가능한 한 여러 방법으로 시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 

요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거의 전적으로 외국 기관에 의뢰하여 

부분적으로만 연대 측정이 시행되고 있어서 과학적 해석에 많은 어려웅이 

있어 왔다. 따라서 국내에 전문화된 제4기 연대 측정 실험실을 갖추고 필요 

할 경우 언제라도 신뢰성 있는 연대 자료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앞으로 원전을 포함한 국가적인 대규모 플랜트 건설에 있어서 중요 

한 션결 과제이다. 

이번 위탁과제의 최종적인 연구 목표는 선기 단층에 대한 절대연대 측정 

법을 확립하고 원전 부지 인근 제4기층과 주요 신기 단층에 대한 연대측정 

결과를 얻는 것이다. 

111.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이번 위탁과제의 연구개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단층비지에 대한 Rb-Sr, K-Ar 연대측정 

· 단층 파쇄대 충진 암맥에 대한 K-Ar 연대측정 

• 단층 파쇄대 충진 탄산염암 대상 U 계열 비평형 연대측정 

· 유기물 대상 C-14 연대측정 

· 제4기 퇴적층에 대한 OSL 연대측정과 방법론적인 검토 

IV.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연구개발 결과를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Rb-Sr, K-Ar 자료를 기초로 할 경우 양산단층대의 단층운동 시기는 8 

0-95 Ma, 70Ma, 50Ma, 30Ma, 23Ma 내외에서 인지된다. 지질학적인 관찰 

결과를 고려할 때 K-Ar 연대보다는 Rb-Sr 연대에 신뢰성을 더 둘 수 있으 

나 향후 Ar-Ar 방법에 의한 확인이 요망된다. 

2) 제2단구면에 쌓인 해빈층의 OSL 연대는 오류리， 양남， 관성， 나사， 비학 

지점에서 48 - 71 ka 사이로 재현성 았게 잘 확인되었으며 각 지점의 OSL 

연대는 일부 실험적인 조절을 거칠 경우 층서적인 순서에도 잘 부합된다. 

3) 시료의 현재 수분함량으로 구한 수렴 읍천 지점 3단구 해빈층의 OSL 연 

대측정 결과(61 - 92 ka)는 최소 퇴적시기로 제안된다. 하지만 용한리 지점 

의 고사구 연대와 함께 고려할 때 3단구면의 연대는 MIS 5c 내지 5e에 해당 

될 것으로 추정한다. 

4) 울산단층대의 경우 40Ma, 30Ma, 23Ma 내외에 단층비지의 생성시기가 집 

중된다. 그리고 일부 노두(오어사， 장항리， 원원사 지점)에서 10Ma 이내의 

비교적 젊은 Rb-Sr 연대가 측정되었다. 

이번 과제에서 밝혀진 연대측정 결과는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제4기 추정 

단층의 운동시기 규명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



SUMMARY 

1 . Project Title 

Absolute Age Determination of Quaternary Fault and Formation 

11.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One of important criteria for defining capable faults is the timing of most 

recent deformation and rate of tectonic deformation. Geochronological data of 

seismic fault movements indicate the type of deformation in space and time, 

which has detrimental effect in evaluating the geologic stability of the site of 

future public facilities such as nuclear power plants. The timing of tectonic 

deformation can be measured directly by dating authigenic minerals in the 

fault zone. Alternatively the geologic sequence provides relative age of the 

fault movement.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age data include the 

sample suitability, the number of analysis, and cOl1sideration of the geologic 

context. Capable fa미ts are defined in Quaternary time scale. Various 

geochronological methods are used for dating Quaternary materials.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date the fault gouge, fracture-filling material, 

organic matter and Quaternary formations collected from the presumed 

Quaternary fault zones near the site of nuclear power plants by several 

independent chronological systems including Rb-Sr, K-Ar, OSL, C-14 and 

U-series disequilibrium methods. The experimental technique of the 

OSL(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method was carefully reexamined. We 

will continue to establish the dating protocols suitable for Quaternary fault and 

formations and to yield reasonable age data for the fault activities near the 

nuclear power plants, which is a final goal of this project. 

11 1.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dating materials of this report were collected from the presumed 

Quaternary fault zones near the site of nuclear power plants. The fOllowing 

geochronological methods were appl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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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b-Sr and K-Ar dating of the fault gouges 

. U-series disequilibrium dating of fracture-filling carbonate veins 

. C-14 dating of organic matter 

. OSL dating of Quaternary formations 

IV. Results and Recommendations for Application 

1) Rb-Sr and K-Ar dating results for the fault rocks suggest the occurrence 

of recurrent fault activity around 80-95 Ma, 70 Ma, 50 Ma, 30 Ma and 23 Ma 

along the Yangsan fault zone. The apparent K-Ar ages tend to be older than 

Rb-Sr ages, probably indicating the effect of excess radiogenic Ar, which will 

be furthur investigated by Ar-Ar method. 

2) The OSL SAR protocol using 2200C cut-heat yields reproducible and 

stratigraphically consistent OSL ages ranging from 71 ka to 48 ka for beach 

deposits of the marine terrace #2. 

3) The apparent OSL ages for the marine terrace #3 range from 92 ka to 61 

ka. These ages constrain the minimum age of the platform considering the 

underestimation effect resulted from deposition underwater. Therefore we 

regard the formation age of the terrace #3 as MIS(marine isotopic stage) 5c 

or 5e. 

4) Rb-Sr and K-Ar dating results for the fault rocks suggest the occurrence 

of recurrent fault activity around 40 Ma, 30 Ma and 23 Ma along the Ulsan 

fault zone. Relatively young (< 10 Ma) fault activities are recognized in the 

Oesa, Janghangri and Wonwonsa sites. 

The above data provide critical scientific bases for active tectonics study 

and constructing public facilitie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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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언 

지질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연대측정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과거에 일어났던 지질학적 사건들， 즉 지진 및 단층 작용， 화 

산 활동， 마그마의 관입， 퇴적 작용， 해수면 변동， 지하수의 충진 등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그 사건들이 언제， 또는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일어났었는가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문 사항이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지질 현 

상이 미래에도 같은 성격과 빈도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제4기와 같이 지질학적으로 가까운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연대측정은 가까 

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성격과 빈도에 대한 예측에 중요하게 사 

용할 수 있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원전 건설에 있어서 부지의 지진 안전성 

은 과거 역사 기록이나 지진계 기록에만 의존해서는 만족스럽게 평가되기 

어렵다. 원전 부지에 대해 과학적인 연대측정법을 이용하여 과거 지질시대 

동안의 지진을 동반한 단층 활동의 시공간적 형태를 파악하는 것은 원전의 

향후 지질학적인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자료가 된다. 단층이나 파쇄대는 지각의 약한 부분으로 지체운동이 일어날 

때 재활성화될 가능성이 크고 지하 유체의 중요한 이동 통로가 된다. 미국 

핵규제위원회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에서도 활성 단층을 정의 

하는데 있어서 과거 단층 활동이 일어났던 가장 최근의 발생 시기를 제일 

중요하게 고려 하고 있다(U.S. Regulatory Guide 1.165). 

지구환경 변화를 일으킨 사건들에 대한 절대연대 측정법은 다양하게 제 

시되고 있으나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방법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일정한 

붕괴율을 이용하는 동위원소 연대측정법이다. 이때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 

해 볼 때 Miocene 이후의 소위 신기 단층(Neotectonic faults)에 대해 직간접 

적으로 활동 시기를 제한해 줄 수 있는 동위원소 절대연대 측정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Noller et al., 2000). 

1) 지질학적으로 긴 반감기를 가지며 붕괴하는 동위원소 시스템 이용 

법 : Rb-Sr, K-Ar, Ar-Ar 등 
2) U-series 비 평 형 법 : 234U 230Th, 2한J-잃lPa 등 

3) 우주기원 핵종 이용법 14C， lOBe, 26 Al, 36Cl 등 

4) 자연 방사능에 의한 누적적 물리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 

ESR, OSL/TL, Fission Track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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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활동 시기는 단층비지에 대한 Rb-Sr. K-Ar. ESR 연대측정법이나 
단층면에 대한 36C1 노출연대측정법 등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알아낼 수도 

있지만 단층에 의해 잘린 암석 또는 단층대를 충진한 석회암 맥 등에 대한 

연대측정에 의해 단층활동 시기의 상 하한을 알아낼 수도 있다. 최근 분석 

기자재 및 실험 방법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새롭게 적용될 수 있는 연대측 

정법이 개발됨과 아울러 과거 적용되던 방법의 효율성도 재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개발된 많은 연대측정법은 이론 

적， 실험적 또는 지질학적인 많은 가정을 필요로 하며 적절한 시료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흔하다. 또 방법별로 당연히 측정 연대 범위와 오차가 달리 

주어지며 연대 자료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좌우하는 요소도 각기 다르다. 성 

공적인 연대측정을 위해서는 지질 환경과 시료 종류， 연대 범위에 가장 적절 

한 연대측정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자료를 생산 

한 방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먼저 고려하고 무엇보다도 지질학적인 해석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연대측정 자료의 오차를 수반할 수 있는 요 

소는 여러 가지이나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들은;1)기기 측 

정 오차， 2)시료 자체의 문제， 3)지질학적 해석의 오류， 4)연대측정 가정의 오 

류 등둥이다. 이 중에서 실험자가 실험실에서 조절할 수 있는 오차는 기기 

측정 오차 정도이고 그 외에 시료 자체의 대표성이나 연대측정의 가정(예를 

들면 모-자 동위원소계의 폐쇄계 유지) 등과 관련된 오차는 실험실 밖에서 

주어진다. 이러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수의 시료를 분 

석하고 특히 독립적인 다른 방법에 의한 연대측정 결과를 얻어 서로 비교하 

는 것이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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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대측정 대상 시료 

연대측정 결과가 얻어진 지점의 위치는 그림 2-1과 같다. 양산단층대， 동 

해안 단층대， 울산단층대로 나누어 북쪽으로부터 연대측정 대상 시료의 채취 

위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제 1 절 양산단층대 

1. 평 해 지 점 (N360 44'38.7"!E1290 26' 48.1") 

시료 채취 위치는 그림 2-2와 같다. 선캠브리아기 기반암과 제4기층 사이 

에 폭 수 m 규모의 단층대가 발달하는데 Rb-Sr, K-Ar 연대측정을 위해 2 
개의 단층비지 시료(Ol11PH-2， 0111PH-9)를 채취하였다. 제4기 퇴적층의 퇴 

적시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OSL 연대측정용 퇴적층 시료 3개(0111PH-6， 

0111PH-7, 0111PH-8)와 C-14 연대측정용 charcoal 시료 2개(0111PH-4， 

0111PH-5)를 채취하였다. 

2. 자부터 지 점 (N36026’44.1" !E129024, 07.0") 

시료 채취 위치는 그림 2-3과 같다. 이 지점에서는 경상누층군의 화산암 

및 퇴적층을 모암으로 하여 폭 20m 이상의 대규모 단층대가 발달한다. 

Rb-Sr, K-Ar 연대측정을 위해 1개의 적갈색 단층비지 시료(CYS-2C)를 채 

취하였다. 

3. 보경 사 지 점 (N360 14’47.7"!E1290 19' 13.0") 

시료 채취 위치는 그림 2-4와 같다. 경상누층군의 웅회암과 이를 관입한 

암맥에 단층대가 발달하는데 Rb-Sr. K-Ar 연대측정을 위해 단층비지 1 시 
료(OQ07BK-1)를 채취하였다. 단층파쇄대를 따라 탄산염암맥이 충진한다. 

4. 유계 리 지 점 (N360 11 ’50.3" !E1290 18 ’24.0") 

시료 채취 위치는 그림 2-5와 같다. 경상누층군의 화산암 및 퇴적층을 모 

암으로 하여 폭 50m 이상의 대규모 단층대가 발달한다. Rb-Sr, K-Ar 연대 

9 
d 



129" 

/ 

:;.-

럭[~\ 

」고 ι 

A 

36。

구룡모 

월성원전 
옷{ 

2" 

A서 
~‘ o 

저지 

35。

그림 2-1a 연대측정 자료가 얻어진 지점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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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b 2-1a의 사각형 확대 지형도에 표시한 시료채취 위치. 



그림 2-2 평해 지점 연대측정용 시료 채취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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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자부터 지점 연대측정용 시료 채취 위치. 



그림 2-4 보경사 지점 연대측정용 시료 채취 위치. 



W 

그림 2-5 유계리 지점 연대측정용 시료 채취 위치. 



측정을 위해 1개의 단층비지 시료(Ol11YG-l)와 단층대를 충진한 불석맥 시 

료(0111YG-3)를 채취하였다. 

5. 벽 계 지 점 (N36003 ’24.1"!E1290 15 ’22.1") 

시료 채취 위치는 그림 2-6과 같다. 산성 화산암류와 제4기층 사이에 발 

달한 단층대인데 Rb-Sr, K-Ar 연대측정을 위해 단층비지 1 시료 
(Ol11CPK-4)를 채취하였고 제4기층을 대상으로 2개의 OSL 연대측정용 시 
료(CPK-6， KR-BB-1A)를 채취하였다. 

6. 배 내 골 지 점 (N35034’38.4"!E129001 ’50.8") 

모량단층대에 위치하는 노두로서 안산암과 제4기층(?)이 단층접촉한다. 

Rb-Sr, K-Ar 연대측정을 위해 1개의 단층비지 시료(CBN-1 ， 그림 2-7)를 

채취하였다. 

7. 가천-1 지 점 (N35031'03.1"!E129006' 14.3") 

경상누층군의 퇴적암을 모암으로 발달한 대규모의 단층대인데 시료 채취 

위치는 그림 2-8과 같다. Rb-Sr, K-Ar 연대측정을 위해 제471 층(?)과 접한 

단층대에서 단층버지 1 시료(CGCl-2)， 기반암 단층대에서 단층비지 1 시료 
(0111GC-6)를 채취하였고 U 계열 비평형 연대측정을 위해 단층대를 채운 
탄산염암맥(0111GC-2， -3, -4, -5)을 채취하였다. 또 2001년 12월 교원대학 

교에서 주관한 트렌치 지점에서 Rb-Sr, K-Ar 연대측정을 위해 1개의 단층 

비 지 시 료(0112GC-1)를 채 취 하였다. 

8. 조일 지 점 (N35030' lO.3''!E129006'07.7'') 

경상누층군의 퇴적암류와 제4기층(?) 사이에 발달한 단층대로서 Rb-Sr, 
K-Ar 연대측정을 위해 1개의 단층비지 시료(CJI-1 ， 그림 2-9)를 채취하였 

다. 

9. 곡천 리 지 점 (N35027 ’52.1"!E1290 12,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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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벽계 지점 연대측정용 시료 채취 위치. 



그림 2-7 배내골 지점 연대측정용 시료 채취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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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조일 지점 연대측정용 시료 채취 위치. 



동래단층에 발달해 있는 단층대로서 유백색의 단층비지(시료 

0205KOK77B)와 단층대 충진 불석맥(시료 0205KOK77 A)을 채취하였다(그림 

2-10). 

제 2 절 동해안 단층대 

1. 용한리 지 점 (N360 06 ’30.7"!E1290 25'22.8") (한수원， 2003) 

흥해 용한리 지역의 고사구(paleo-dune)에서 9개의 OSL 연대측정용 시료 

를 채취하였다. 대략 40m 고도의 3단구 platfonn 고사구에서 5개의 시료 

(YH01 , 02, 03, 04, 05)를， 20m 고도의 2단구 platfonn 고사구에서 2개의 시 

료(YH06， 07)를， 그리고 해변가의 사구에서 2개의 시료(YHOO， 10)를 채취하 

였다(그림 2-11). 2단구 platfonn의 고사구층 상위에는 토탄층이 잘 발달짜는 

데 C-14 연대측정을 위해 1개의 시료(YH08)를 채취하였다(그림 2-11). 

2. 오류리 지 점 (N350 49’02.3"!E1290 30' 40.3") 

유문암질 응회암을 기반암으로 하여 분급이 좋은 제2단구 해안단구춤이 

분포한다. 해 안단구층의 암상은 단성 역 암(oligomictic conglomerate)으로서 

주로 응회암으로 구성된 3cm 이하의 역들이 주 구성요소를 이룬다. 역은 대 

부분 응회암으로 크기는 3 내지 7cm 정도이고 원마도는 좋으며 모양은 때부 

분 ellipsoidal 에서 discoidal 정도이다. 분급은 매우 좋으며 기질은 세립 내 

지 조립질의 모래이다. 주 퇴적구조인 사층리의 경사각은 약 10-150로서 경 

사방향은 대체로 동쪽을 향하고 있으나 정반대의 방향을 보이는 사층퍼도 

쐐기 (wedge) 형태로 존재한다. 이 지점의 퇴적층은 전형적인 해빈층의 특정 

을 잘 보여준다. 즉 역들의 원마도와 분급이 모두 매우 좋고 사층리 내의 모 

래층 분급도 매우 좋은 점들은 이 층이 비교적 일정한 고에너지 환경에서 

퇴적되었을 가능성을 지시한다. 특히 해안선을 향하여 저경사를 갖는 사층리 

내에 반대 방향의 사층리가 쐐기 형태로 끼이는 퇴적구조는 해변환경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퇴적구조이다(그림 2-12). OSL 연대측정을 위하여 12 

개의 시료가 채취되었다(그림 2-13). 

3. 읍천단층 지 점 (N35041 ’40.2" !E129028 ’ 21.3'’)(한수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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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곡천리 지점 연대측정용 시료 채취 위치. 



그림 2-11 용한리 지점 연대측정용 시료 채취 위치. 



그림 2-12 오류리 지점 노두 스케치. 



1m 

그림 2-13 오류리 지점 연대측정용 시료채취 위치. 



나산초등학교 뒤편에서 실시된 두 곳의 트렌치 지점 중 400W 방향의 트 

렌치 (Trench A)에서 OSL용 시료를 채취하였다(그림 2-14). 트렌치 상부에 

는 표토층이 발달되어 있고 하부로 가면서 자갈을 함유하고 있는 해안단구 

층이 발달되고 있다. 트렌치 서쪽면 단층하반에서 OSL 연대측정을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다. 점토층에서 약 50cm 떨어진 자잘층에서 비교적 세립질 

모래를 많이 포함하는 부분을 선택하여 한 점의 OSL 시료(EPl)를 채취하였 

다. 그리고 이 시료에서 같은 층준으로 약 30cm 오른쪽에서 duplicate 시료 

로 EP2를 채취하였다. EP2 시료를 채취한 위치에서 약 13m 북쪽의 30cm 

하단에는 두께가 약 20cm이고 연장이 약 2m인 세립질 모래층이 자잘층 내 

에 패치 (patch) 형태로 발달되어 있다. 이 지점에서 OSL-시료 두 점 (TR2A， 

TR2B)을 채취하였다. 

4. 양남 지점(한수원， 2003) 

양남면사무소 맞은 편에는 유적지 조사를 위해서 수직으로 절개된 소위 

제2단구의 단면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지점에서는 모두 5개의 시료를 채취하 

였으며， 3개의 시료(0012YN-1 ， 0012YN-2, 0011 YN-3)는 30cm 이상 두께의 

균질한 모래층에서 그리고 2개 (0011YN-1 ， 0011YN-2)의 시료는 약 7cm 두 

께의 모래층에서 채취하였다(그림 2-15). 0012YN-1 , 0012YN-2 시료는 채취 

된 시료 중 가장 상부이며， 0011YN-1 , 00l1YN-2 시료는 이로부터 약 3.5m 

하부의 sand patch에서 채취하였다. 00l1YN-3은 가장 하부 시료이다. 

5. 수렴 단층 지 점 (N35039' 56.8" !E129027 ' 32.3") (한수원， 2003) 

단층면에 발달된 적갈색 단층비지의 폭은 7-10 cm 정도이지만 하부로 

가면서 앓아진다. 하부의 고기층에 최대 28cm 폭으로 발달된 녹회색의 단층 

버지대는 폭 4-7 cm 규모로 상부로 연장되지만 부정합면을 관통하지는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2-16a). 기반암 내에 발달된 단층비지대에서 

CSU-4를 채취하였다. CSU-6은 CSU-4 채취 위치에서 위쪽으로 발달된 단 

층비지로서 CSU-4 위쪽 약 1m 지점에서 채취되었다. 

단층에 의해 절단된 제3단구 해빈층의 OSL 연대측정을 위해 7개의 시료 

를 채취하였다(그림 2-16a). 5개의 시료(SU1E-1， -2, -3, SU1B, SU1D)는 단 

층 하반에서 채취되었고 1개의 앨로패인(allophane) 이 풍부한 시료(12SU- 1) 

는 단층 상반에서 채취되었다. 1개의 시료(SU3A)는 단층 노두에서 남동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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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읍천단층 지점 연대측정용 시료채취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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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양남 지점 연대측정용 시료 채취 위치. 



그림 2-16a 수렴단층 지점 연대측정용 시료채취 위치. 



로 약 100m 떨어진 다른 노두에서 채취하였다. 제4기 해빈층은 단성역암으 

로서 3cm 이하의 잔자갈이 기질을 이루고 5-25 cm 크기의 역들이 floating 

되어 있는 형태를 보여준다. 역(c1ast)은 대부분 화산암이나 반암등의 화성암 

이며 하부의 기반암을 역으로 포함하기도 한다. 역의 원마도는 well rounded 

이고 모양은 대개 ellipsoidal to discoidal 정도이다. 역의 크기는 5-25 cm이 

며 상부로 갈수록 대체로 크기가 감소하는 상향세립화 경향을 보인다. 역은 

풍화도가 심해 대체로 잘 부스러진다. 기질(matrix)은 3cm 이하의 pebble들 

이 c1ast-supported 되어 있으며 나머지 공극을 모래와 점토가 채우고 었다. 

모래 성분은 거의 석영과 암편이고 하부에는 점토가 상부에는 모래가 우세 

하다. 주 퇴적구조는 meter scale의 사층리로서 사층리의 경사각은 약 100 내 

지 20001 며 경사방향은 대체로 동쪽을 향하고 있다(그림 2-16b). 제4기층은 

기반암을 이루고 있는 하부의 응회암을 truncation.하면서 불규칙한 기저를 

가진다. 

수렴단층 지점의 부정합면 기저역암 내에서 조개화석이 발견되었다(그림 

2-17). 산출 종수는 Anisocorbula venusta, Barbatia sp., Bathyarca sp. 등 3 

개종으로서 보존이 불량한 이지성 화석 종들로 판단된다(그림 2-18). 산출 

종들 중 다소 보존이 양호하고 산출빈도가 높은 Anisocorbula venusta는 수 

심 약 5 - 200m, 사질의 bottom에서 서식하는 종들로서 현재 남해 대륙붕에 
널리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한반도 3기 퇴적층에서는 보고된 

바 없다. Barbatia cf. kubara가 3기층에서 보고된바 있으나 본 산출지의 

Barbatia sp.와는 형태 분류상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화석 종들이 한 

반도 제3기 퇴적층 주변지역에서 산출된 것은 처음으로 한반도 제371 이후 

의 고환경 및 시대 층서 구분상 매우 중요한 자료로 생각되어 고생물학적인 

정밀 조사가 요구된다. 이 조개화석들은 XRD 분석결과 거의 순수한 석영으 

로 치환되어 었어 U 계열 비평형 연대측정이나 U-Pb 연대측정에 이용할 수 

없었다. 

6. 관성 지 점 (N35039 ’21.7"!E129027'9.8") 

관성 해수욕장 맞은 편의 도로 공사장에는 안산암질 응회암을 기반암으 

로 하여 세립질 사암층이 반복적으로 발달하는 제2단구 노두(그림 2-19)를 

볼 수 있었으나 현재에는 매몰되었다. 해안단구층은 그림 2-19의 점션을 경 

계로 하여 마모되지 않은 역을 함유하는 육성 퇴적층에 의해 덮인다. OSL 
연대측정을 위해 5점의 시료를 채취하였다(그림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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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b 수렴단층 지점 노두 스케치. 



그림 2-17 수렴단층 지점 조개화석 발견 위치. 



그림 2-18 수렴단층 지점 조개화석 동정 결과. 위로부터 Anisocorbula venusta, 
Barbatia sp., Bathyarca sp. 



그림 2-19 관성 지점 연대측정용 시료채취 위치. 



7. 왜성 지 점 (N350 22 , 55.4" !E129020 ’ 28.9")(한수원， 2002) 

해안단구 퇴적층인지 육성층인지에 대해 다소 논란이 있으나 약 20m 고 
도의 노두로서 원마도가 좋은 원력과 각력이 혼재하여 분포하고 있다. 이 역 

들은 풍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잘 부스러진다. 장경 20 cm 정도의 화강암 역 
들이 노두 하단에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자갈층 위에서 층리를 보이며 발달 

된 세립 내지 중립질 모래층에서 시료 2점 (WKR-5A. WKR-5B)을 채취하여 

OSL 연대측정에 이용하였다(그림 2-20). 

8. 나사 지 점 (N350 21'19.9"!E129020' l1 .6")( 한수원， 2002)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화강암 기반암 위에 자갈층과 분급이 잘 된 모래 

층이 층리를 잘 보이며 반복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노두 고도는 8m 정도로 
서 원마도가 매우 좋은 원형 및 타원형의 작은 자갈(장경 1-15 cm)들이 층 
리를 잘 보이면서 수평 배열되어 있다. 화강암 기반암 위에는 장경이 2m 이 
상인 corestone이 여러 개 분포하고 있다. 단구층 상위는 육성층으로 판단되 

는 퇴적층으로 덮여있다. 기반암으로부터 35cm 상위에 위치하는 세립 내지 
중립질의 모래층에서 OSL 연대측정용 시료 2점 (WKR-8A， WKR-8B)을 채 

취 하였다(그림 2-21). 

9. 비 학 지 점 (N350 19 ’40.0" !E129018 ’ 28.3")(한수원， 2002) 

노두 고도는 약 8m 정도로서 2cm 장경 이하의 둥근 자갈들이 적은 양으 

로 산재하고 있다. 대부분은 중립 내지 조립의 모래층으로 비교적 균질하며 

역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2점의 OSL 연대측정용 시료(WKR-9A， 

WKR-9B)를 채취하였다(그림 2-22). 

제 3 절 울산단층대 

1. 오어 사 지 점 (N35055’31.1" !E129022 '36.4" ) 

노두에서 선기 퇴적층은 보이지 않으며 안산암 내에 폭 1-10 cm 정도의 
단층비지가 발달되어 있다. 단층과 비슷한 방향으로 염기성 맥암이 관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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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왜성 지점 연대측정용 시료채취 위치. 

그림 2-21 나사 지점 연대측정용 시료채취 위치. 



그림 2-22 비학 지점 연대측정용 시료채취 위치. 



있으며 고화가 덜 된 부드러운 단층비지와 평행하게 잘 고화된 고기의 단층 

비지가 발달한다. Rb-Sr. K - Ar 연대측정을 위해 고화되지 않은 단층비지(시 

료 00070E-1 , Oe-l)를 채취하였다(그림 2-23). 

2. 왕산 지 점 (N35052' 31.5" !E129019 ’ 45.8")(한수원， 2003) 

시료 채취 위치는 그림 2-24, 2-25와 같다. 이 노두의 폭은 약 45m, 높이 

가 29m로서 노두의 북쪽과 남쪽에서 단층암대가 노출되어 있다. 노두 북쪽 

부분 단층 상반은 균열이 발달된 안산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반은 제471 로 

추정되는 사암과 역암의 호층대 및 단층 각력암으로 구성되어 었다. 단층 각 

력암과 제4기 역암은 부정합 관계를 보인다. 이 지점에서 산출되는 단층비지 

대는 색에 의해 두 개의 띠 (band)로 구분된다. 하반쪽 단층비지는 회백색을 

띠며， 상반쪽 비지는 적갈색을 띤다. 하반쪽의 단층버지는 렌즈상으로 산출 

되며 연속성이 불량하다. 노두의 남쪽부분에 노출된 단층 상반은 균열이 발 

달된 안산암으로 구성되어 었고 심한 열수변질을 받았다. 단층 하반의 안산 

암은 심하게 파쇄된 단층 각력암으로 구성되어있다. 단층비지의 Rb-Sr, 

K-Ar 연대측정을 위해 2개의 단층비지 시료(WS-2A， WS-2B)를 채취하였 

다(그림 2-24). 한편 단층에 의해 절단된 부정합면 상위의 사암층에 대한 

OSL 연대측정을 위해 단층 하반에서 3개 단층 상반에서 2개의 시료를 채취 
하였다. 단층 하반의 부정합면 상위 230cm 지점(시료 WS-1A) , 160cm 지점 

(시료 WS-1B) , 97cm 지점(시료 WS-1C) 등에서 3개의 시료를 채취하였고 

단층 상반의 부정합면 상위 180cm 지점에서 2개의 시료(시료 WS-3A, 

WS-3B)를 채취하였다(그림 2-25). 

3. 마동-1 지 점 (N35047 ’51"!E1290 19 ’05") 

산성 화산암류와 역암층 사이 단층대의 폭은 70-110 cm 정도이고 

cataclastic foliation이 단층대 내에 잘 발달되어 었다. Rb-Sr, K-Ar 연대측 

정을 위해 단층대 가운데의 갈색 단층비지(시료 CMD-1)와 단층대의 상하 

경계부에 폭 수 cm 정도로 연장성이 좋게 발달한 녹회색의 단층비지(시료 

CMD-2)를 채취하였다(그림 2-26). 

4. 마동-2(수성 지 ) 지 점 (N350 47' 21.7"!E1290 19' 14.1") 

? 
ι
 

q J 



그림 2-23 오어사 지점 연대측정용 시료채취 위치. 



그림 2-24 왕산 지점 단층비지 시료채취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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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마동 1 지점 연대측정용 시료채취 위치. 



화강암과 역암층이 접한 역단층으로서 노두 위쪽의 단층 상반에서는 화 

강암과 역암층 사이의 부정합면이 잘 보이지만 단층 하반에서는 역암층만 

보인다. 단층면에는 짙은 갈색의 잘 고화된 고기 단층비지가 폭 7-12 cm 

정도로 발달해 있고 그와 인접하여 고화되지 않은 갈색 단층비지(시료 

0007MD2-2)가 발달한다(그림 2-27). 단층비지는 상부로 잘 연장되지만 단층 

상반의 부정합면과 상위 역암층 옆으로는 단층면만 지나간다. 반대쪽 사면에 

서는 역암층 하부의 니암층에서 채취한 탄화된 나무를 채취하였다(시료 

0104SS-1). 그 시료는 층리방향으로 누워있어 니암층이 퇴적될 당시에 퇴적 

된 것이 확실해 보인다(그림 2-27). 

5. 신 계 지 점 (N35046'39.3";E129020'26.7") 

심하게 풍화된 하천변 노두에 노출된 역단층대이며 하반에 화강암 워쉬， 

상반에 단층각력암 및 화강암이 놓여있다. 단층비지 1 시료(Ol04SG-3)를 채 

취 하였다(그림 2-28). 

6. 장항리 지 점 (N35046’20.1";E129022'36.3") 

시료 채취 위치는 그림 2-29와 같다. 경상누층군의 호온펠스를 모암으로 

발달해 있는 고각도 단층으로서 단층대 위를 덮고있는 역암층과 단층대 사 

이의 관계는 불명확하다. 단층대에서 폭 1cm 정도로 연장성이 좋게 발달하 

는 갈색의 고화되지 않은 단층비지(시료 에07JH-1 ， -2)를 채취하였다.u 계 

열 비평형 연대측정을 위해 단층비지대와 거의 같은 방향(N24~/670SE)의 

파쇄대를 채운 방해석 맥을 채취하였다(시료 어07JH-3B， -3C, -4). 

7. 감산사( 패 롱) 지 점 (N35045 ’50.4" ;E129020’30.1") 

역암층으로 주구성된 계곡퇴적층을 화강암이 올라탄 비교적 저각도의 역 

단층이다. 이 단층은 전형적인 thrust duplex로서 수 조의 적갈색 내지 녹회 

색 단층비지가 발달하는데 폭은 수 cm로부터 25cm 정도에 달한다. 주 단층 

면의 단층 상반은 화강암 또는 역암이고 단층비지가 단층 하반의 계곡퇴적 

층 내에 있는 역을 지나가기 때문에(그림 2-30) 계곡퇴적층이 쌓인 후 단층 

활동이 있었음이 확실하다. 단층 상반 쪽은 일견 모두 역암층으로 보이지만 

단층대 서쪽의 노두는 풍화를 심하게 받은 화강암으로 생각되며 풍화를 비 

원
 



그림 2-27 마동-2(수성지) 지점 연대측정용 시료채취 위치. 



그림 2-28 선계 지점 연대측정용 시료채취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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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감산사 지점 Rb-Sr, K-Ar 연대측정용 시료채취 위치. 



교적 덜 받은 노두에서는 화강암 내에 발달된 절리를 따라 풍화가 진행된 

양상을 잘 볼 수 있다. 풍화조직에 대한 미구조 관찰결과는 이후 따로 기술 

한다. 단층 상반의 화강암 풍화대는 단층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 

면서 기질의 양이 증가하며 더 심하게 파쇄된 양상을 보인다. Rb-Sr, K - Ar 

연대측정용 단층비지는 3점 채취되었고(시료 CGN-l, -2. -4) 채취 위치는 

그림 2-30에 표시되어 있다. 

8. 활성 리 지 점 (N350 45’07. 5"!E 1290 20’21.7") 

화강암과 제4기층 사이에서 여러 조로 단층대가 발달하는데 단층비지 1 

시료(0104HS-1)를 채취하였다(그림 2-31). 단층대 모암의 조직관찰을 위한 

시료(0104HS-2， -3)도 채취하였으며 관찰결과는 이후 기술한다. 

9. 말방리 지 점 (N35044' 40.2"!E129020'22.8")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 사곡 저수지 북쪽 벽면에 노두가 잘 발달되어 있 

다. 이 단층은 하반의 역암층 위에 상반의 조립질 사암과 역암의 호층대 및 

유백색의 화강암 풍화대가 놓여 있는 역단층인데 단층비지는 주단층면을 따 

라 수 cm에서 최대 24cm 정도의 폭으로 발달되어 있다. 주단층면의 상반 역 

암층과 조립질 사암 사이에도 단층비지로 볼 수 있는 점토층이 발달되어 었 

다. 주단층면에서 1개의 단층비지 시료(CMB-2)를 채취하였다(그림 2-32). 

2어0년 6월의 갈수기에 이 노두의 하부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그림 2-33) 2 

시료(OOO6MB-2， -4)에 대한 조직관찰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후술한다. 

10. 개 곡-2 지 점 (N350 44'06.1"!E1290 20’23.1") 

비교적 신선한 화강암이 화강암 풍화대 내지는 역암층과 접하는 고각도 

의 단층이다. 동쪽 단층면에서는 폭 5-15 cm 정도의 단층비지(시료 

CKG2-2, 그림 2-34)가 발달되고 서쪽 단층의 경우 단층비지의 폭이 1cm 이 

하이다. 이 단층은 최후기의 역암층에 의해 덮여 있다. 단층대 모암의 조직 

관찰 결과는 후술한다. 

11. 개 독-1 지 점 (N35043 ’51.5"!E129020' 1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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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활성리 지점 시료채취 위치. 



그림 2-32 말방리 지점 시료채취 위치· 



그림 2-33 말방리 CMB-2 시료 채취지점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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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암인 화강암 내에 발달해 있는 고각도의 단층으로서 단층을 역암층 

이 덮고 있다. 노두의 북동쪽 단층면에서는 폭 수 cm 규모의 단층비지(시료 

0006KG-2)가 발달하고 남서쪽 단층면에는 폭 수 m 규모의 단층비지대(시료 

0006KG-1)가 발달하는데 수 mm 규모의 전단띠 가 수직 방향으로 잘 보인다 

(그림 2-35). 역암층 위에는 폭 20-30 cm 정도의 peat층이 연장성있게 분포 

하고 그 상위에 사암층이 덮고 있는데 peat층(시료 CKG1-1)과 상부 30cm 

지점의 사암층(시료 CKGl-3)을 각각 C-14, OSL 연대측정을 위해 채취하였 

다(그림 2-35). 

12. 입 실 지 점 (N350 43'09.l"/ E1290 21'12.2") 

단층면을 경계로 하여 동측은 안산암이 그리고 서측은 화강암이 접하며 

이들을 부정합으로 덮는 선기 계곡 퇴적층이 약 7m의 낙차로 변위되어 있 

다. 편의상 단층대의 남쪽으로부터 MA 노두， IR 노두， RB 노두로 나누어 시 

료 채취 위치를 기술한다(그림 2-36). MA 노두에서는 서쪽의 화강암과 그 

상부의 계곡퇴적층， 그리고 동쪽의 단층비지대가 접하는 곳으로부터 2개의 

시료를 채취하였다(그림 2-36). CIPMA-1 시료는 화강암 상부 계곡 퇴적층 

경계로부터 동쪽 약 1cm 가량의 앓은 연회색 단층비지이고 CIPMA-2는 그 

동쪽에 약 4cm 간격으로 발달되어있는 황회색 단층버지이다. IR 노두에서는 

잘 발달된 단층각력암대와 미단층각력암대 및 단층비지대를 볼 수 있다(그림 

2-36). 이 노두에 서 는 4 시 료(CIPIR-2， -4, -11 , -12A)에 대 해 Rb-Sr, K-Ar 

연대측정을 시도하였다. RB 노두에서는 2 시료(CIPRB-2， -5)에 대해 

Rb-Sr, K-Ar 연대측정을 시도하였다. 한편 입실 단층대의 안산암 파쇄대에 

는 탄산염암맥이 충진되어 있다(그림 2-36). 파쇄대의 주향 방향은 단층비지 

대와 비슷한 NS이고 경사는 70~ 내지 수직이다. 그를 채운 돌로마이트맥의 

두께는 대개 1-3 cm 정도이다. 한 돌로마이트맥에서 수 cm 내지 수십 cm 

간격 으로 4개 의 시 료(9912IPIR-1A， -lB, -lC, -lD)를 채 취 하였고 약 6m 정 

도 떨어진 위치의 다른 돌로마이트맥에서 수 cm 간격으로 3개의 시료 

(9912IPIR-2A-1 , -2A-2, -2B)를 채취하였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포켈상으 

로 파쇄대를 채운 방해석 시료(CIPIR2-1)와 돌로마이트 시료(CIPIR2-2)를 

채취하였다. 이들 탄산염암에 대해 230Th-2싫U 비평형 연대측정을 시도하였 

다. 입실 단층대의 안산암 파쇄대와 단층비지대에는 폭 수 cm 정도의 불석 

(로몬타이트 laumontite) 맥이 발달되는데(그림 2-36) 아마도 단층 운동 이 

후에 일어난 열수변질의 산물로 보인다. CIPIR-8은 안산암 파쇄대에서，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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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2-35 개곡-1 지점 시료채취 위치. 



뚫훌홉 

그림 2-36 입실 지점 Rb-Sr, K-Ar, U-series 연대측정용 시료채취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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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montite veins in andesite (CIPIR 8, 9) 

그림 2-36 (계속). 



고 CIPIR-9는 단층비지대에서 채취한 불석맥으로 그를 대상으로 K-Ar 연대 

측정을 시도하였다. 기반암을 덮는 계곡퇴적층에서 4개의 OSL 시료 

(KR-IS-1, -2)를 채취하였다(그림 2-37). 입실 단층의 화강암 위 부정합면 

상위 약 350cm 지점의 역암층에는 폭 10cm 정도의 유기물 퇴적층이 연장성 

있게 발달해 있다. C-14 연대측정을 위해 에07IP-2 시료를 채취하였다(그림 

2-37). 

13. 원원사 지 점 (N35041 '39.4"!E1290 21 ' 10.8") 

화강암 위에 부정합으로 신기 계곡 퇴적층이 덮여 있고 다시 그 위에 저 

각도의 충상단층에 의해 화강암이 신기 계곡 퇴적층을 올라타고 있다(그림 

2-38). 거의 수평의 단층대에 폭 10-30cm 규모로 발달하는 적갈색 단층버 

지는 4조가 서로 연결되어있는 양상을 보인다. CWW-1은 신기 역암층 위에 

발달된 단층비지로서 상부 화강암 풍화대와의 경계는 뚜렷하지만 하부 역암 

층과의 경계는 불분명하다. CWW-2는 CWW-1 북쪽 약 250cm 지점에서 채 

취하였고 CWW-3은 CWW-1 기준 약 9m 지점 동쪽에서 채취하였다.OSL 

연대측정을 위해 2개의 시료(KR-WWS-1A. -lB)가 채취되었다(그림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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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입실 지점 OSL, C-14 시료채취 위치. 



SSE NNW 

그림 2-38 원원사 지점 시료채취 위치. 



제 3 장 시료의 기재적인 트르7': 1 
-， c그 

제 1 절 단층비지의 광물학적 특정 

1. 연구방법 

가. 크기별 광물입자 분리 

단층비지는 변질되지 않은 모암 광물과 단층운동시 또는 그 이후의 

변질작용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종류의 점토광물로 구성되어 있어 점토 

광물의 특성을 규명하고 연대측정용 시료준비를 위해 입자크기별로 점토 

광물을 분리했다. 각 입자들이 개개의 결정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정 하 

에 현탁액 (suspension)을 만들어 Stokes ’ law에 따른 원심분리 퇴 적 법 

(centrifuged sedimentation; Jackson, 1969)을 이 용하여 입 자 크기 에 따라 

5-2 따1 ， 2-0.2 μm ， 0.2,um 이하의 3단계로 구분하여 분리하였다. 한일과학 

공업사의 MF600 모댈 원심분리기로 5-2 따l 및 2-0.2 μm 업자들을 회 

수하였으며(일부 시료에 대해서는 분리한 제일 작은 입자 크기가 1μm 이 

하였음)， Beckman사의 L7-35모댈 초고속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0.2따1 이 

하의 입자들을 회수하였다. 원심분리가의 반경은 각각 15cm이다. 구체적 

인 분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 비지시료 100 - 200g을 11 의 비커에 넣고 3차 증류수를 첨가 

하여 현탁액을 만든 후 위에 뜬 입자만을 준비한 다른 11 비커 

에 따른다. 이 과정을 3회 반복한다. 

@ 현탁액을 63μm의 채로 걸러 크기간 큰 유기물을 1차로 제거하였 

다. 

@ 11 비커의 4/5 정도 현탁액이 차면 자석 교반기 (magnetic 

stirrer)를 넣 고 magnetic plate 위 에 올려 놓은 후， 2시 간 동안 분 

산시킨다. 

@ 충분히 분산된 시료를 500mQ 비커에 따른 다음 초음파세척기 

(ultrasonicator)로 5분간 분산시 킨다. 

@ 분산되지 않고 엉켜있는 시료에 대해서는 20mQ의 과산화수소를 넣 

고 1시간 동안 재 분산시켜 시료 내에 들어 있는 유기물을 제거한 

후 @ 과정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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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된 현탁액을 원심분리용 튜브에 넣고 300rpm에서 3.3분 동 

안 회전시킨 뒤 위에 뜬 현탁액을 21 비커에 따라 보관한다. 튜 

브 밑바닥에 남아있는 시료에 증류수를 첨가한 다음 초음파세척 

기로 약 3분간 분산시킨 후， 다시 같은 조건으로 원심분리를 한 

다. 이 과정을 3회 반복한다 반복 작업을 시행하는 것은 위에 

뜬 현탁액은 5띠n 이하의 입자이지만 가라앉은 부분에도 5μm 이 

하의 입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들을 충분히 분리해 내기 위함 

이다. 

(f)@ 작업에서 보관된 현탁액을 750rpm에서 3.3분간 원심 분리한 

다음 위에 뜬 현탁액은 다른 21 비커에 따로 보관한다. 튜브 바 

닥에 남아있는 사료는 증류수를 첨가하여 초음파세척기로 3분간 

분산시킨 다음 위 과정을 2회 더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바닥에 

가라앉은 입자의 크기는 5-2 μm로 회수하여 유리병에 보관하였 

다. 

@(f) 작업에서 보관된 현탁액을 2400rpm에서 35분간 원섬 분리한 

다음 위에 뜬 현탁액은 다른 21 비커에 보관하고， 튜브 바닥에 

남아있는 시료는 증류수를 첨가하여 초음파세척기로 3분간 분산 

시킨 다음 위 과정을 2회 더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바닥에 가라 

앉은 입자는 2-0.2 μm의 크기로 회수하여 보관했다. 

@ 최종적으로 남은 현탁액에 남아있는 점토광물 입자들(0.2때 이 

하)은 초고속원심분리기를 이용해(15000rpm， 20분간) 완전히 회 

수하였다. 

나.x 선 회절분석 

단층비지 시료의 구성광물을 동정 및 그 함량에 대한 정량분석을 수행하 

기 위해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실온에 

서 자연 건조시켜 아게이트 사발에서 15μm 이하로 분쇄한 후 무 방향성시편 

을 시편을 만들어 분석을 실시했으며， 분리된 0.2μm 이하 입자는 물에 분산 

시 켜 slide glass 위 에 서 방향성 시 편 (oriented mount)을 제 작하여 분석 을 

실시했다. 또한 일라이트의 결정도 측정을 위해 0.2μm 이하 입자를 무방 

향성시편을 만들어 x-선회절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용한 x-선 회절분석 

기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서울분소에 있는 Philips사의 MPD 모델이 

며 , 분석 시 divergent-scattering- recelvmg slit 조건은 0.5-0.5-0.3。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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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사전자현미경분석 

점토광물의 형성환경 및 상호관계를 밝히기 위해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관찰을 실시하였다. 상온에서 자연 건조시 

킨 시료를 정밀 나이프를 이용하여 한쪽 방향에서 힘을 가하여 두 조각으로 

분리하였다. 진공상태에서 시료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찰 

대상 반대 면을 탄소 테이프로 알루미늄 은박지에 접착시킨 후 전체를 은박 

지로 감싸고 시료와 은박지 사이를 은 페인트로 연결하였다. 진공상태에서 

표면을 금으로 코탱하여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을 실시하였으며， 광물의 정확 

한 동정을 위해 필요시 에너지분산분광기 (EDS)로 원소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용한 전자현미경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전본원의 LEO사 1455VP 

모댈 주사전자현미경이다. 

라.전자현미분석 

점토광물과 모암기원 광물간의 상호관계를 밝히고， 점토광물의 화학조성 

을 규명하기 위해 전자현미분석기 (Electron Probe Micro Ana1yzer)를 이용하 

였다. 비지시료를 자연 건조시킨 후 진공상태에서 에폭시수지를 침투시켜 약 

2일에 걸쳐 재 건조과정을 거쳐 절단하여 연마박편을 제작하였다. 연마박편 

을 탄소로 코팅하여 전자현미분석을 실시하였다. 15keV, 20nA 가속전압 및 

빔전류 조건에서 후방산란전자영상을 얻었으며， 가속전압 및 빔전류를 

15keV와 5nA로， 전자빔의 크기를 5때l로 조정하여 점토광물의 정량화학조성 

을 구하였다. 사용한 장비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전본원에 소재한 

CAMECA사의 SX-51 모벨이다. 

2. 양산단층대 

가. 단층비지의 광물조성 

양산단층대 단층버지에는 석영 (quartz) 이 주요 모암 광물로 남아있으며， 

장석 (feldspar)은 일부 지 점 의 단층비 지 (0111 YG-1 , 0111GC-6)를 제 외 하곤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점토광물의 구성에서도 경주를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 

하는 평해， 자부터， 보경사 및 유계리 지점에는 일라이트(illite)가 발달하고 

있으며， 특히 카올리나이트(kaolinite)의 산출이 현저하여 주 구성 광물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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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있는 반면에 스멕타이트(smectite) 광물은 상대적으로 그 함량이 적다 

(그림 3-1). 벽계 지점을 포함한 경주 남쪽의 가천-1 조일 배내골 지점에서 

는 상대적으로 스멕타이트 광물이 발달해 있는 반면에 일라이트와 카올리나 

이트의 산출이 미약하다(그림 3-2). 

가장 북쪽에 위치하는 평해 지점 단층비지(0111PH-2， 0111PH-9)에는 모 

암기원 광물로서 석영이 유일하며 장석은 x-선 회절분석에서 확인되지 않 

았다. 점토광물로는 일라이트(illite)의 발달이 현저하며 특히 카올리나이트 

(kaolinite)가 주요 점토광물로 산출되는 반면에 스멕타이트는 상대적으로 그 

함량이 적다. 이는 단층비지가 형성된 이후 상대적으로 심한 풍화작용을 받 

아 대부분의 장석이 용해되어 캐올린 광물로 변질되었음을 시사한다. 자부터 

지점의 단층비지는 점토광물의 함량이 40% 이상이지만 스멕타이트는 1% 내 

외이고， 점토광물의 대부분이 일라이트와 카올리나이트로 구성되어있다(표 

3-1). 보경사 지점 단층비지 역시 장석이 거의 인지되지 않았으며， 스멕타이 

트 광물이 주요 점토광물로 산출되고 있지만 카올리나이트 역시 발달해 었 

다. 유계리 지점 단층비지는 장석(주로 정장석)이 소량 남아있으나 카올리나 

이트가 주요 점토광물로 산출된다. 

경주 북쪽에 위치하는 벽계 지점의 단층비지에서는 보다 북쪽에 위치한 

다른 단층비지와는 달리 스멕타이트가 주요점토광물로 산출되며， 일라이트와 

카올리나이트의 발달이 미약하다. 경주 남쪽의 배내골 지점 버지 시료에는 

모암기원광물인 석영과 장석이 소량 함유되어있는 반면에 점토광물언 스멕 

타이트가 현저하게 발달하고 있으며 로몬타이트(Laumontite)가 일부 관찰된 

다. 가천-1 지점 단층비지에서는 스멕타이트와 일라이트의 산출이 현저하며， 

카올리나이트도 확인된다. 석영과 장석의 산출이 비교적 미약하지만 일부 비 

지시료(Ol11GC-6)에서 녹니석 석영 및 장석이 주 구성광물로 산출되며， 점 

토광물이 거의 인지되지 않는다(그림 3-2). 조일 지점 단층비지는 대부분 석 
영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스멕타이트와 일라이트가 소량 산출된다. 

나. 점토광물의 조성 

단층비지의 전암 시료로부터 0.2μm 이하로 분리한 시료를 유리기판 위에 

서 방향성 시편으로 만들어 실시한 x-선 회절분석을 통해 자생 점토광물을 

동정하였다. 자부터 지점 시료(CYS-2C)에서 5-2 μm， 2-1 μm 및 <1 μm로 
분리한 입자에 대한 x-선 회절분석결과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점토광물의 

함량이 증가하며， 특히 10A 위치에서 나타나는 피크는 3.31A 위치에서 넓 

인
 



표 3-1 X-션 회절분석을 이용한 양산단층대 단층비지의 광물정량분석 결과. 

0111PH-2 0111PH-9 CYS-2C 0007BK-1 0111YG-1 

석영 41. 1 38.5 31. 3 28. 7 31. 6 

알바이 E 1. 5 0.8 5.9 10. 7 15.4 

사장석 0.3 0.0 0.1 3.2 5. 7 

정장석 2.8 1. 7 21. 3 11. 3 17.4 

스펙타이트 15.8 16.5 1. 3 34.4 10.3 

일라이트 10.1 11. 3 21. 3 1. 2 3.8 

카올리나이트 28.5 31. 4 18.8 10.5 15.8 

기타 0.0 0.0 0.0 0.0 0.0 

합계 100.1 100.1 100. 。 100. 。 100.0 

표 3-1(계속) 

0111CPK-4 CBN-1 CGCl-2 0111GC-6 0112GC-1 CJI-1 

석영 30.3 12.8 13. 7 30.4 15.9 48.6 

알바이트 15.8 2.2 2.4 20.9 3.2 12.3 

사장석 4.4 O. 7 0.5 7.6 0.6 5.8 

정장석 13.4 4.5 3.8 16.8 4.5 12.4 

스멕타이트 26.8 55.8 42.6 7.8 40.1 10.6 

일라이트 4.2 3. 7 30.1 2. 7 28.6 7.8 

카올리나이트 5. 1 4.8 6.8 3.2 7.2 2.5 

기타 0.0 28.3* 0.0 10.6! 0.0 0.0 

합계 100.0 100.0 99.9 100.0 100.1 100. 。

* Laumontite: Chlori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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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양산단층대의 평해(0111PH-2， 0111PH-9), 자부터 (CYS-2C) ， 보경사 

(Oü07BK -1), 유계리(0111YG-1) 지점 단층비지 시료(무 방향성 시편)에 대한 x
선 회절분석결과. Sm=스멕타이트 IL= 일라이트 Ka=카올리나이트 Q二석영 F= 

장석. 

- 59 -



0111CPK-4 

CBN-1 

CGC1-2 

0111GC-6 

Sm 

>
lF-” 
Z 

버
 
lF 
Z 
-

0112GC-1 

Q 

CJI-1 

60 50 40 

29 (Cu Ka) 

30 20 10 0 

그림 3-2 양산단층대 의 벽 계 (0111CPK -4) , 배 내 골(CBN- l)， 가천-l(CGCl-2， 

0111GC-6, 0112GC-l) 조일 (C]I- l) 지점 단층비지 시료(무 방향성 시편)에 대한 

x-선 회절분석결과. Sm=스멕타이트 IL= 일라이트 Ka=카올리나이트 Chl=녹니 

석 ; Q=석 영 F=장석 Lm=laumon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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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퍼지면서 나타는 피크와 관련되어 일라이트임이 확인되었고 14.4A 위치 
의 피크는 EG처리 결과 16.9A으로 팽창되는 것으로 보아 스멕타이트 광물 

임이 확인되었다(그림 3-3). 또한 7A의 피크와 3.5A의 피크는 각각 카올리 
나이트의 (001), (002) 회절선임이 확인되었다. 

0.2μm 이하로 분리된 업자를 구성하는 주요 점토광물은 대부분 스멕타이 

트이고 경주 북쪽에 위치한 평해， 보경사 및 유계리 지점의 0.2μm 이하 입자 

에서는 카올리나이트의 발달이 매우 현저하며 일라이트 역시 뚜렷하게 확인 

되고 있다(그림 3-4). 특히 자부터 지점의 0.2μm 이하 입자는 여타 지점의 

단층비지 점토광물 조성과는 달리 40%의 일라이트 50%내외의 카올리나 

이트 및 5%이하의 스멕타이트 광물로 이루어져 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 

아 양산단층대의 경주 북쪽에 위치한 지점의 단층비지는 비교적 섬부에서 

발생한 단층작용으로 언해 일라이트를 형성하였으며 보다 빨리 지표에 노출 

되어 풍화작용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주 남쪽에 위치한 양산단층대의 배내골 가천-1 및 조일 지점 단층비지 

의 0.2μm 이하로 분리된 입자에서는 비지시료에서와 마찬가지로 스멕타이트 

광물이 가장 발달해 있으며 일라이트 역시 관찰되고 있으나 카올리나이트의 

발달이 매우 미약함을 알 수 있다(그림 3-5). 특히 가천-1 지점 분리시료에 

서는 일라이트/스멕타이트 혼합층이 x-선 회절분석의 6.1A 및 3.05A 위치 
에서 I/S (004) , νS(008) 회절선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스멕타이트의 함량에 

비해 카올리나이트의 함량이 적은 것은 이 지역의 단층비지가 상대적으로 

풍화작용이 멀 진행되었음을 지시하며， 이는 북쪽지역 단층비지에 비해 늦게 

지표면에 노출되었거나 단층을 따라 지하수의 이동에 제약이 있었음을 의미 

한다. 

다. 점토광물의 산출양상 

양산단층대의 버지시료에서 관찰되는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의 

특정은 flakes의 가장자리가 날카롭거나 가장자리를 따라 여러 갈래로 나누 

어져 있다는 것이다(그림 3-6 A). 이는 울산단층대의 단층비지에서 flakes의 
가장자리가 둥근 모양의 부드러운 곡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산출양상을 보이는 것은 보다 정밀한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어야만 알 수 있겠지만 이 지역의 단층들이 비교적 심부에서 형성되어 상 

대적으로 높은 압력과 온도의 영향으로 몬모릴로나이트가 일라이트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x-선 회절분석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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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양산단층대의 자부터 지점 (CYS-2C) 단층비지의 크기별 입자분리시료 

(5-2때1， 2-1μm， <1때J)와 <1때1 분리시료에 대한 Ethylene Glycol 처리 및 350 0

C 와 

550
0

C 로 가열 처리한 시료의 x-선 회절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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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양산단층대의 평해 (0111PH-2， 0111PH-9), 자부터 (CYS-2C) ， 보경사 

(OOO7BK -1), 유계리(Ol11YG-1) 지점 단층비지의 0.2μm 이하로 분리된 시료(방향 
성 시편)에 대한 x-선 회절분석결과. Sm=스멕타이트 IL= 일라이트; IL/Sm=일라 
이트-스멕타이트 혼합층 Ka=카올리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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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양산단층대 의 벽 계 (Ol11CPK -4) , 배 내 골(CBN-l)， 가천-l(CGCl-2， 
0111GC-6, 0112GC-1) 조일 (C]I- l) 지점단층버지의 0.2μm 이하로 분리된 시료(방 
향성 시편)에 대한 x-션 회절분석결과. Sm=스멕타이트 IL二 일라이트; IL/Sm=일 

라이트 스멕타이트 혼합층 Ka=카올리나이트; Chl=녹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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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양산단층대 단층비지에서 관찰되는 점토광물 및 모암기원광물인 흑운모 
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Akurved flakes의 끝이 날카로운 몬모릴로나이트(Sm) 

의 주사전자현미경사진， 비교적 flakes의 끝이 부드러운 울산단층비지의 몬모릴로 
나이트와 구별된다. (B)몬모릴로나이트의 가장자리로부터 발달해있는 실 모양의 

일라이트(ILL) (C)전형적인 book structures를 보여주고 있는 육각 판상의 카올리 
나이트 집합체 (Kao). (D)판상체의 카올리나이트 주변에 판상 집합체를 이루고 있 

는 흑운모(Bt) ， 모암기원의 흑운모가 풍화되지 않고 남아있다. 



산단층대의 전 단층비지에서 일라이트가 산출하고 있다. 대부분의 일라이트 

는 스멕타이트와 상관관계를 보이며 산출하고 있어(그림 3-6 B) 속성작용에 
기언한 것으로 보인다. 카올리나이트는 주로 양산단층대의 경주 북쪽에 위치 

한 단층비지에서 발달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book structure를 보이고 있어 

주사전자현미경하에서 쉽게 확인된다(그림 3-6 C). 부분적으로는 몇 개의 판 

상 집합체로 관찰되기도 하여 카올리나이트가 형성된 이후 물리적인 힘에 

의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존재 형태가 모암 광물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모암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심한 풍화작용 

을 받아 단층비지에서 흑운모의 존재는 흔하지는 않지만 국부적으로 풍화되 

지 않고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그림 3-6 D) 모암 기원의 흑운모가 일 
라이트 형성에 필요한 K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일라이트의 형성 

단층버지에서 가장 흔하게 산출되는 점토광물은 몬모릴로나이트， 일라이 

트， 카올리나이트이며， 일라이트의 생성은 몬모릴로나이트와 직접적인 관계 

를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몬모릴로나이트는 그 가장자리 

가 날카로우며 여러 갈래의 가는 입자들로 나뉘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그림 

3-7 A) , 이러한 양상은 가는 섬유상의 일라이트가 발달하면서 몬모릴로나이 

트 H밟es 주변에서 섬유 다발 형태로 발전한다(그림 3-7 B• C• D). 일라이 

트의 섬유상은 몬모리로나이트의 가장자리로부터 연장되어 발달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몬모릴로나이트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발달하다가 충분히 성장한 

뒤에는 서로 엉켜있는 섬유다발형태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에너지분광 

분석결과(그림 3-7 E, F)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몬모렬로나이트는 Si, Al, Fe 

및 Mg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량의 Ca가 함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일라이 

트에는 Fe와 Mg가 거의 들어가지 않으나 연구지역 단층비지 내의 섬유상 

일라이트에는 소량의 Fe와 Mg가 함유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EDS 분 
석결과에 Fe와 Mg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첫 번째로 일라이트 아래 

쪽에 위치한 몬모릴로나이트의 일부가 함께 분석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두 

번째로 일라이트의 팔면체 위치에 몬모릴로나이트에서 기원한 Fe와 Mg의 

일부가 Al을 치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하지만 

어쨌든 일라이트는 몬몰리로나이트에서 기원였다고 판단된다. 

속성작용 및 변성작용의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스멕타이트에서 일라이트 

로의 변질정도가 증가하여 Sm • SS!l • S!l • S!lI • ILL로 스멕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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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양산단층대 몬모릴로나이트와 자생 일라이트의 주사전자현미경사진. 
(A)몬모릴로나이트(Sm)의 flakes 가장자리가 날차로와지고 여러갈래로 분리되는 
양상. (B)몬모릴로나이트의 가장자리에 작은 섬유상의 일라이트가 성장. (C)섬유 

상의 일라이트가 몬몰리로나이트 flakes 방향으로 발달. (D)섬유상의 얼라이트 집 
합체 (I~~). (~)， (~) 몬모릴로나이트와 띤라이트의 에너지분광분석. 



/일라이트 혼합층을 거쳐 일라이트로 변질된다. 즉 깊이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일라이트의 회절선 모양이 날카로와지고 폭이 좁아지는데 이를 정량적 

으로 표현한 것이 결정인자(crystallinity index)로 피크 모양의 함수로 정의 

되는데， 일라이트 (001) 피크의 절반 높이에서 측정된 폭을 길이단위나 28 

로 나타낸다(Kubler， 1968). 연구지역의 단층비지의 0.2μm 이하 입자에 대한 

무 방향성 시편을 제작하여 x-선 회절분석을 한 결과(그림 3-8)로 일라이트 

의 결정언자를 구하였다. 일라이트의 결정인자 측정 결과 평해는 2.48, 가천 

은 1.96 그리고 울산단층대의 신계리는 2.10으로 오히려 경주 남쪽의 단층비 

지가 상대적으로 북쪽에 비해 결정도가 높았으며， 남쪽의 양산단층 및 울산 

단층대의 단층비지의 결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동해안 단층대 

가. 단층비지의 광물조성 

수렴 지점의 단층비지는 다른 단층대의 단층비지와 달리 매우 특이한 광 

물조성을 보인다. 즉 모암의 구성광물인 석영과 장석의 함량이 적거나(표 

3-2) 거의 인지되지 않은 반면에 점토광물이 전체 광물조성의 80% 이상으로 

매우 발달해있다(그림 3-9).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응회암을 모암으로 하고 

있어 석영의 함량이 매우 적었으며， 포함되어 었던 사장석과 유리질 석기는 

대부분 용해되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지시료에 잔류했던 장석은 

이미 풍화작용에 의해 용탈 되었음을 시사한다. 

나. 점토광물의 조성 

수렴 지점에서 1μm 이하로 분리된 입자는 80% 이상이 스멕타이트 광물 

로 구성되어있으며 x-선 회절분석에서 일라이트와 카올리나이트의 피크는 

겨우 흔적만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소량 함유되어었다(그림 3-10). 5-2 때， 

2-1 μm， <1 μm로 분리한 입자에 대한 x-선 회절분석결과 작은 입자로 가면 

서 일라이트와 카올리나이트의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그림 3-11) 이 
두 광물은 자생 광물인 것으로 판단된다. Ethylene Glycol 처리 및 가열실험 

결과 14.7A 피크는 16.9A으로 팽창하면서 8.5A 위치에서 (002) 회절선을 

나타내고 있어 스멕타이트 광물임을 확인되었으며， 7A 및 10.0A 피크는 각 

각 카올리나이트와 일라이트임을 나타낸다. 가장 흔하게 산출되는 스멕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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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x-선 회절분석을 이용한 수렴 지점 단층비지의 광물정량분석 결과. 

CSU-4 CSU-6 

석영 6.4 9.6 

알바이트 3.3 4.9 

사장석 2.2 0.3 

정장석 2. 7 1. 2 

스멕타이트 65.3 37.6 

일라이트 17.3 37.1 

카올리나이 E 2.8 9.3 

기타 0.0 0.0 

합계 100.0 100.0 

표 3-3 수렴 지점 단층비지의 점토광물에 대한 전자현미분석 결과. 

수렴 지점 

1 2 3 4 5 6 7 

SiOz 47.99 53.01 48.07 55.60 54. 77 46.37 43.95 

Ti Oz 0.83 0.82 1. 13 0.83 0.88 1. 52 1. 18 

A1z03 23.18 19. 74 22.07 17.95 22.50 24.10 24.21 

FeZ03 8.90 7. 74 9.35 7.55 4.63 9.33 10.49 

MnO 0.12 0.07 0.04 0.02 0.30 0.15 0.11 

MgO 2.47 2.37 2.22 3.38 3.28 2.35 3.32 

CaO 1. 24 0.87 L 75 1. 27 1. 03 0.51 0.53 

NazO 0.09 0.00 0.00 0.05 0.06 0.05 0.08 

KzO 1. 06 1. 19 1. 25 0.82 0.53 1. 13 2.06 

Tota1 85.88 85.82 85.89 87.47 87.97 85.52 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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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PH-2 

0104SG-3 

0112G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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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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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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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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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Cu Kα) 

10 

그림 3-8 양산단층대(평해 지점， 가천-1 지점)와 울산단층대(신계 지점) 단층비 
지의 0.2μm 이하로 분리된 시료(무 방향성 시편)에 대한 X 선 회절 분석결과. 
Sm=스멕타이트 Kao=캐올리나이트; IL=일라이트. 점선은 계산된 배경값이며， 수 
직선은 10A의 일라이트 주 피크 위치를 나타내고， 가로선은 피크의 반치폭 
(Kubler index)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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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에 대한 x-방향성 그림 3-9 수렴 지점 (CSU-4， CSU-6) 단층비지 사료(무 
선 회절분석결과. Sm=스멕타이트 Q=석영. 

CSU-4 

Sm 

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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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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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수렴지점 (CSU-4， CSU-6) 단층비지의 1μm 이하로 분리된 시료(방향성 
시편)에 대한 x-선 회절분석결과. Sm=스멕타이트 IL= 일라이트 Ka=카올리나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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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수렴 지점 (CSU-4) 단층비지의 크기별 입자분리시료(5-2μm， 2-1μm， 

때I)와 <1μm 분리시료에 대한 Ethylene Glycol 처리 및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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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와 550
0

C 로 가열 
리한 시료의 x-선 회절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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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 대한 EPMA 분석결과 전하량이 낮은 Ca 몬모릴로나이트로 층간이온으 

로 Na를 함유하지 않는다(표 3-3). 또한 타 단층비지와는 달리 Fe의 함량이 

높아 10% 내외의 Fe203 함량을 나타낸다. 

다. 점토광물의 산출양상 

수렴 지점에서 관찰되는 몬모릴로나이트는 대부분 괴상을 유지하고 있으 

며， fl밟es의 발달이 미약하다(그림 3-12). 후방산란전자영상에서도 일정한 

방향성을 관찰하기는 용이하지 않으며 Fe 함량이 높은 몬모릴로나이트의 집 

합체는 중간에 균열이 있는 특정을 보인다. 곳에 따라 잔류하고 있는 정장석 

이 몬모릴로나이트 집합체에 둘러 싸여 용해되고 있는 것이 관찰되는데， 외 

곽을 싸고 있는 몬모렬로나이트의 균열을 따라 용해된 원소들이 용탈되어 

용해된 공간에 카올리나이트의 발달은 미약한 편이다(그림 3-12 A). 

4. 울산단층대 

가. 단층비지의 광물조성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실온에서 건조시켜 아게이트 사발에서 15fLlll 이 

하로 분쇄한 후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하여 단층비지의 구성광물을 확인하였 

다. 단층비지는 모암 기원광물로 석영과 장석 [정장석 (orthoc1ase) , 알바이트 

(albite) , 사장석 (plagioc1ase) ]이 주로 관찰되며， 흑운모(biotite) ， 로몬타이트 

Oaumontite) , 녹염석 (epidote) 등이 일부 지점의 단층비지에서 모암 기원 광 

물로 관찰된다. 변질광물로는 스멕타이트가 주요 점토광물로 산출되며， 카올 

리나이트가 소량 관찰되는 반면에 전반적으로 일라이트의 발달은 매우 미약 

하다(그림 3-13, 3-14, 3-15, 3-16). 

x-선 회절분석결과 같은 지점의 비지시료에서도 그 위치에 따라 다양한 

광물조성을 보인다. 변질작용과 풍화에 강한 석영이 주요 모암 기원의 광물 

로 남아있는 단층비지(왕산， 마동， 장항리， 감산사， 원원사， 입실 지점)에서는 

스멕타이트가 주요 점토광물언 특정을 보이는데， 이것은 함께 수반되었던 사 

장석이 비교적 심한 변질작용과 풍화작용을 받아 대부분 용해되어 스멕타이 

트를 형성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장석이 모암 기원의 주 구성광물로 남아 

있는 단층비지에서는 각각 다른 광물조성을 보인다. 즉 오어사 지점 단층비 

지 (OO070E-1)는 역시 정장석이 주 구성 장석광물로 스멕타이트 외에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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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수렴 지점 단층비지의 후방산란전자영상 및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A) 
스멕타이트 집합체 (Sm)에 의해 둘러 싸여 용해되고 있는 K-장석 (K-Fs)이 용해 

되고 있는 사진. (B)팽창에 의해 중앙에 균열이 있는 비교적 Fe의 함량이 높은 
스멕타이트 집합체 (Sm). (C)일정한 방향성을 보이며 발달되어 있는 스멕타이트 
집합체. (D)뚜렷한 R삶æs를 보이고 있는 스멕타이트의 주사전자현미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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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울산단층대 오어사(O0070E- 1)， 왕산(WS-2A， WS-2B) , 마동-1 ， 

-2(CMD-1, CMD-2, 0007MD2-2) 지점 단층비지 시료(무 방향성 시편)에 대한 
x-선 회절분석결과. Sm=스멕타이트; Q=석영. F=장석 Bt=흑운모 Lm=로몬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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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울산단층대 선계 (0104SG--3) ， 장항리(0007 JH -1), 감산사(CGN-1 ， 

CGN-2, CGN-4), 활성리 (0104HS- 1) 지점 단층비지 시료(무 방향성 시편)에 대한 

X 선 회절분석결과. Sm=스멕타이트 Q=석영. F=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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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울산단층대 말방리 (CMB-2) ， 개곡(CKG2-2， 0006KG-1 , 0OO6KG-2), 원 
원사(CWW-1 ， CWW-2, CWW-3) 지점 단층비지 시료(무 방향성 시편)에 대한 
x-선 회절분석결과. Sm=스멕타이트 Ka=카올리나이트 Q=석영. F=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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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에 대한 x-선 납Hì:l: λ} 
。 ö 。그림 3-16 울산단층대 업실 지점의 단층비지 시료(무 

회절분석결과. Sm=스멕타이트; Q=석영. F=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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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몬타이트가 확인된다(그림 3-13). 마동-2 지점 단층비지 (OOO7MD2-2)에서 

는 스멕타이트 외에 Ca-제올라이트인 로몬타이트(laumontite)가 상당량 수반 

된다. 남아었는 장석은 주로 정장석과 알바이트로 사장석의 용해작용에 따라 

Ca-스멕타이트 및 제올라이트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선계 지점의 버지시 

료에는 장석이 상대적으로 많이 함유되어있지만 주요 점토광물은 스멕타이 

트이다(그림 3-14). 개곡-1 지점의 단층비지(OOO6KG-1 ， 0OO6KG-2)에서 확인 

되는 장석은 주로 알바이트이며， 소량의 정장석이 수반되는데(그림 3-15), 산 

출되는 주요 점토광물은 카올리나이트로 비지가 형성된 후 심한 풍화작용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말방 지점 비지시료에서는 x-선회절분석결과 대부분 

석영이 주요 구성광물로 남아았으며， 점토광물의 함량이 매우적다. 박편 

관찰에서 소량이긴 하지만 녹염석이 관찰되기도 한다. 원원사 지점 버지 

는 10% 내외의 점토광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타 단층비지에 비해 상대적 
으로 석영과 정장석이 적다. 또 전체 구성 광물 중 약 70% 이상이 사장 
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올리나이트가 전혀 관찰되지 않고 았어 울산 

단층대 비지시료 중 가장 풍화작용을 적게 받은 지점으로 생각된다. 업실 

지점에서는 단층대의 좌우 가장자리 (CIPIR)에서는 20% 내외의 점토광물 
을 함유하고 있으나(그림 3-16), 중심부로 가면서 점토광물의 함량이 높 

아져 35-40 % (CIPMA)를 유지한다(표 3-4). 업실 지점 주변에서 단층 
과 같은 방향으로 발달되어 있는 암맥을 구성하는 흰색 결정들은 대부분 

Ca을 함유하고 있는 탄산염광물과 불석광물로 확인되었다. 즉， 방해석 

(calcite) , 백 운석 (dolomite) , 로몬타이 트(Laumontite) , 클리 높틸로라이 트 

(clinoptilolite) 또는 흘란다이 트(heulandite)가 단독으로 산출하거 나 몇 개 

의 광물이 함께 수반하기도 한다. 

나. 점토광물의 조성 

단층비지에서 자생 점토광물의 조성을 관찰하기 위해 0.2μm 이하로 분리한 

시료를 유리기판 위에 방향성 시편을 만들어 X 선 회절분석을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시료에서 주요 점토광물은 스멕타이트이며(그럼 3-17, 3-18, 3-20), 

단층비지의 전암 x-선 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개콕 지점 비지에선 차올 

리나이트가 주 구성광물로 관찰된다(그림 3-19). 마동， 왕산 및 업실 지점의 
스멕타이트 광물에 비해 오어사， 장항리， 감산사 및 개곡 지점의 스멕타이트 

가 상대적으로 결정도가 낮다. 대부분 단층비지의 분리시료에서 작지만 뚜렷 

한 일라이트 피크가 확인되고 있어 변질작용에 따른 자생 일라이트가 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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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x-선 회절분석을 이용한 울산단층대 단층비지의 광물정량분석 결과. 

00070E-1 WS-2A WS-2B CMD-1 CMD-2 0007MD2-2 

석영 21. 8 38.5 45.2 40.6 35.8 5.4 

알바이 E 27.5 15.4 11. 3 7.8 10.5 13.5 

사장석 8.2 5.1 3.4 3.4 5.5 2.3 

정장석 23. 7 12.3 17.8 5.5 15.6 24.5 

스멕타이트 15.4 20.5 13.3 28.5 30.2 36.2 

일라이 E 3.4 2.8 2.5 0.5 0.6 1. 2 

카올리나이트 0.0 5.4 6.5 1. 3 1. 8 1. 5 

기타 0.0 0.0 0.0 12.4* 0.0 15.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Biotite: laumontite 

표 3-4( 계속) 

0104SG-3 0007JH-1 CGN-1 CGN-2 CGN-4 0104HS-1 

석영 7.5 35.5 44.5 37.3 40.6 15.4 

알바이트 11. 6 11. 3 8.8 15.6 17.9 6.9 

사장석 3.8 1. 5 2.1 3.4 5.5 4.6 

정장석 13. 7 10.9 13.1 21. 5 25.8 11. 0 

스펙타이 E 55. 7 32.8 27.4 19.1 7.8 56.9 

일라이트 4.2 1. 2 0.6 0.6 0.3 0.5 

카올리나이트 3.5 6.8 3.5 2.5 2.1 4. 7 

기타 0.0 0.0 0.0 0.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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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C계속) 

CMB-2 CKG2-2 0006KG-l 0006KG-2 CWW-l CWW-2 CWW-3 

석영 30.0 16.4 37.8 12.5 7.6 0.0 13.2 

알바이트 27. 7 20.5 12.5 22.8 50.8 56.4 32. 7 

사장석 0.0 5.5 2.8 5.8 29. 7 26.5 39.0 

정장석 38.3 28.4 20.6 25. 7 0.0 3.5 7.9 

스멕타이트 0.8 18.5 2.1 1. 8 8.4 9.1 7.3 

일랴이트 1. 0 0.2 1. 1 1. 2 0.0 2.3 0.2 

카올리나이트 2.1 10.5 23.1 30.2 3.5 2.2 1. 4 

기타 0.0 0.0 0.0 0.0 0.0 0.0 0.0 

합계 99.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4C 계속) 

CIPIR-2 CIPIR-ll CIPIR-12A CIPRB-2 CIPRB-5 CIPMA-l CIPMA-2 

석영 29.3 30.3 32.5 19. 7 21. 4 29.3 23.6 

알바이 E 21. 0 1. 3 28.3 23.8 19.4 17.8 16. 7 

사장석 14.0 10.3 5.1 4.1 3.5 4.4 0.1 

정장석 10. 7 14.4 13.6 17.4 28.5 13.4 23.4 

스멕타이트 12.3 28.3 9.8 24. 7 17.6 25.8 30.5 

일라이트 8.1 5. 7 8.5 3.3 2.3 4.2 2.0 

카올러나이트 4.6 9.7 2.2 7.0 7.4 10.2 3. 7 

기타 0.0 0.0 0.0 0.0 0.0 0.0 0.0 

합계 100.1 100.0 100.0 100.0 99.9 10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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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70E-1 

WS-2B 

WS-2A 

CMD-1 

CMD-2 

Sm(001) 

Sm(005) 

Kao(002) 

Sm(003) 

Kao(001) 

>
lF-” 
Z 

버
 
LFZ 

-

0007MD2-2 

30 20 

20 (Cu Kα) 

10 O 

그림 3-17 울산단층대 오어사(O0070E- 1)， 왕산(WS-2A， WS-2B) , 마동 1, 
-2(CMD-l , CMD-2, 0007MD2-2) 지 점 단층비 지 의 0.2μm 이 하로 분리 된 시 료(방 

향성 시편)에 대한 x-션 회절분석결과. Sm=스멕타이트 IL= 일라이트 Kao=카올 

리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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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8G-3 

CGN-2 

CGN-4 

Sm(005) 

==-::::1 0104H8-1 

0007JH-1 

CGN-1 

Kao(002) 

Sm(003) 

>
lF-” 
Z 

버
 
lF 
Z 
-

30 20 

28 (Cu Ka) 

10 0 

그림 3-18 울산단층대 신 계 (0104SG-3), 장항리 (0007 JH -1), 감산사(CGN-1 ， 
CGN-2, CGN-4) , 활성리 (0104HS- 1) 지점 단층비지의 0.2μm 이하로 분리된 시료 

(방향성 시편)에 대한 x-선 회절분석결과. Sm=스멕타이트 IL= 일라이트 Kao= 

카올리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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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B-2 

CKG2-2 

0006KG-1 

CWW-1 

CWW-2 

0006KG-2 

IL(003) 
IL(002) + 
Sm(003) 

>
LF-” 
Z 

버
 
lF·Z 

-

CWW-3 

30 20 

28 (Cu Ka) 

10 0 

그림 3-19 울산단층대 말방리 (CMB-2) , 개 곡(CKG2-2， 0006KG-1 , 0006KG-2) , 원 
원사(CWW-1， CWW-2) , CWW-3) 지점 단층비지의 1μm( 말방， 원원사)， 0.2μm( 개 
곡) 이하로 분리된 시료(방향성 시편)에 대한 X 선 회절분석결과. Sm=스멕타이 
트; IL= 일라이트; IL/Sm=일라이트/스멕타이트 혼합층 Kao=차올리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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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IR-2 

CIPIR-11 

CIPIR-12A 

CIPRB-2 

CIPRB-5 

CIPMA-1 

Sm(005 

Kao(002) 

Sm(003) 

Sm(001) 

>’
F-” 
Z 

버
 
lF 
Z 
-

CIPMA-2 

30 20 

28 (Cu Ka) 

10 0 

그림 3-20 울산단층대 입실 지점 단층비지의 1μm 이하로 분리된 시료(방향성 시 

편)에 대한 x-선 회절분석결과. Sm=스멕타이트 Kao=카올리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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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에 형성되어 있음을 지시하며 비록 감산사 및 입실 지점과 일부 마동-1 

지점 (CMD-l)의 단층비지에선 XRD 분석결과로 일라이트가 확언되진 않았 

지만， 에너지 분광분석에서 미량의 K가 인지되고 있어 소량이지만 스멕타이 

트/일라이트 혼합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단층비 

지 (CIPIRll)의 연마박편을 이용한 스멕타이트의 전자현미분석결과 1 wt.% 

내외의 K20를 함유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되기도 한다(표 3-5). 비지시료의 

X-선 회절분석에서 10A의 뚜렷한 피크를 보였던 CMD-1 시료의 0.2때1 이 

하 분리시편에서 10A의 피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비지시료에서 보였던 

10A피크가 자생 일라이트가 아니라 모암 기원의 운모임을 지시한다(그림 

3-17). 

다. 점토광물의 특성 

점토광물의 정확한 규명 및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채취한 시편들을 

5-2 μm ， 2-1 μm ， < 1μm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리하였으며， 각각의 크 
기별 분리 시료를 유리판 위에서 자연 건조시켜 X-선 회절실험을 하였 

다. 특히 < 1μm 입자들은 EG처리 (600C에서 24hr) , 가열실험 (3500 C 및 

5500C에서 각각 2hr)을 거친 후 X-선 회절분석을 하였다. 

말방 지점 단층비지의 점토광물에는 스멕타이트， 질석， 일라이트， 카올 

리나이트와 I/S( 일라이트/스멕타이트 혼합광물)가 함유되어 있는 매우 복 

잡한 점토광물 조성을 보이고 었다. 즉， 그림 3-21A에 도시되어 있는 바 

와 같이 분리한 점토입자의 X-선 회절분석결과에는 24.5 A , 14.0A. 12.1 

A. 10.0A , 7.1A 의 피크가 나타나며， 24.5A 과 12.1A 피크는 일라이트와 

스멕타이트의 혼합광물임을 나타내고 있다. 결정도가 매우 높은 14.0A 피 

크는 EG처리 후 일부는 14.0A 로 유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16.9A으로 

팽창하였다. 이 시료를 3500C로 가열한 결과 10A 및 7A 피크만 남았으 

며， 5500C로 가열하였을 때 10A피코만 남았다. 이러한 결과는 14.A피크 

는 스멕타이트와 질석을， 10Å은 일라이트， 7.1A은 카올리나이트임을 지 

시하고 있다. 특히 이 단층비지에서 질석이 확인되는 것은 특기할 사항으 

로 보여진다. 점토광물에 대한 전자현미분석 결과 스멕타이트는 상대적으 

로 낮은 전하량을 가진 몬모릴로나이트임이 확인되었으며， Na을 전혀 함 

유하지 않은 Ca-몬모릴로나이트로 확인되었다(표 3-5). 

원원사 지점 단층비지의 점토광물은 70% 이상의 스멕타이트 광물과 

약 30%의 일라이트로 이루어져있으며(그림 3-21B) , 스멕타이트 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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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울산단층대 단층비지의 점토광물에 대한 전자현미분석 결과. 

말방려 지첨 원원사지점 

2 3 4 5 2 3 

SiOz 55.12 52.20 50.59 48. 75 51.65 53.88 55.20 54.51 

Ti Oz 0.01 0.03 0.31 0.08 0.19 0.04 0.02 0.07 

Alz03 26.97 29.09 17.60 34. 74 35.46 23.92 21.87 21.95 

FeZ03 1. 35 1. 04 17.36 0.58 0.92 1. 98 2.26 1. 10 

MnO 0.00 0.00 0.08 0.00 0.00 0.14 0.18 0.28 

MgO 2.65 l. 96 1. 08 0.10 0.24 1. 50 l. 81 2.02 

CaO 1. 00 0.71 1. 38 0.11 0.21 1. 64 l. 28 1. 34 

NazO 0.02 0.00 0.06 0.02 0.04 2.03 1. 91 1. 99 

KzO 0.32 0.65 0.88 0.09 0.24 l. 32 1. 21 0.19 

Total 87.43 85.68 89.33 84.46 88.95 86.44 85. 75 83.45 

표 3-5( 계속) 

원원사지점 입실 지점 

4 5 6 2 3 4 5 

SiOz 50.60 57.36 55.99 57.30 56.47 56.51 54.46 56.28 

Ti Oz 0.06 0.07 0.03 0.81 0.83 0.65 1. 01 0.87 

Alz03 26.18 19.22 18.59 21.00 20.92 20.89 19.49 18. 79 

FeZ03 3.98 3.52 4.06 2. 73 4.62 3.82 6.00 4.39 

MnO 0.23 0.15 0.28 0.13 0.12 0.01 0.10 0.00 

MgO l. 82 1. 42 2.03 2.41 2.50 1. 98 3.20 2.37 

CaO 0.94 O. 77 0.84 1. 57 1. 26 1. 00 1. 68 1. 25 

NazO 0.43 0.08 0.38 1. 22 0.62 0.33 0.50 1. 00 

KzO 3.59 4.15 4.27 0.80 1. 18 O. 75 1. 65 1. 55 

Total 87.82 86.74 86.46 87.97 88.51 85.93 88.07 8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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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 C heating 

2-1 μm fraction 

3500 C heating 

EG-treatment 

< 1 μm fraction 

3.30 

4.99 

>
lF-” 
Z 

버
 
lF 
Z 
-

5-2μm fraction 

30 20 

28 (Cu Kα) 

10 0 

그림 3-21A 울산단층대의 말방 지점 (CMB-2) 단층비지의 크기별 입자분리시료 

(5-2μm， 2-1μm， <1μm)와 <1μm 분리시료에 대한 Ethylene Glycol 처리 및 350
0

C 와 
550

0

C 로 가열 처리한 시료의 x-선 회절분석결과. <1μm 부분에 질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EG처리 시 14A-피크가 팽창되지 않았으나 350

0

C 로 가열하면 10 
A으로 수축함) , 일라이트/스멕타이트 혼합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24.5A와 
12.1A에서의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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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IR11 CWW1 

f 

e 

d 

c 

b 

a 

3 6 9 12 15 3 6 9 12 15 

29 (Cu Ka) 

그림 3-21B 울산단층대의 입실 지점 (CIPIRl1)과 원원사 지점 (CWWl) 단층비지의 

크기별 입자분리시료(5-2μrn ， a; 2-1μrn， b; <1μrn， c)와 <1μm 분리시료에 대한 
Ethylene Glycol 처 리 (d) 및 350 0C (e)와 550 0C (f)로 가열 처 리 한 시 료의 x-선 회 
절분석결과. 입실 지점 단층비지의 입자분리 시료에는 일라이트가 확인되지 않았 
으며， 순수한 스멕타이트와 소량의 카올리나이트가 함유되어있음. 원원사 지점 시 
료에는 소량의 일라이트가 함유되어있으나 차올리나이트는 확인되지 않음. 

89 -



비교적 큰 전하를 가진 몬모릴로나이트엄이 화학분석 결과 확인되었다. 

국부적으로 KzO가 4% 내외의 함량을 보이고 있어 일라이트/스멕타이트 

혼합층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표 3-5). 

입실 지점 단층비지의 1μm 이하 입자들의 x-선 회절분석결과 점토광 

물의 90% 이상이 스멕타이트 광물이며， 소량의 카올리나이트를 수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그림 3-20). 접토광물의 정확한 규명을 위한 실험 

결과가 그림 3-21B에 도시되어있는데， 미 처리 시료에서 나타나는 14.6A 

및 7.1A 의 피크는 EG처리 후， 14A 의 피크는 16.9A 로 팽창되었으며， 7 

A 의 피크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 시료를 3500C에서 가열한 결과 16.9 

A피크는 모두 10A으로 수축하였으며， 역시 7A의 피크는 그대로 유지되 

었다. 동 시료를 다시 5500C로 가열한 결과 10A 의 피크만 남았다. 이러 

한 결과는 14.6A 의 피크는 스멕타이트 광물임을 나타내며， 7.1A 피크는 

카올리나이트임을 지시한다. 점토광물의 연마편을 만들어 실시한 전자현 

미분석에서 스멕타이트의 대부분은 전하가 비교적 큰(Na， Ca의 함량이 

높은) 몬모릴로나이트임이 밝혀졌으며， 미량의 일라이트와 혼합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라. 점토광물의 산출양상 

단층비지 시료에서 사장석은 이마 용해되었거나 남아 있어도 미량이어서 

관찰이 용이하지 않으며， 변질작용에 대해 사장석에 비해선 강하지만 정장석 

에 비해 약한 알바이트의 용해조직은 비교적 쉽게 관찰된다. 왕산 지점 시료 

의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에 의하면 단층비지에 남아있는 알바이트는 심하게 

용해되어 표면이 매우 불규칙한 용해면을 보이거나(그림 3-22 A) , 특이하게 

침상 다발 형태의 용해조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주변을 스멕타이트의 집합 

체가 에워싸고 있다(그림 3-22 C, D). 왕산 지점에서 보이고 있는 이러한 조 

직은 신계 지점의 단층비지 시료에서또 관찰된다(그림 3-23). 즉， 용해작용이 

진행되고 있는 알바이트 주변에서 몬모릴로나이트(이팔면체 스멕타이트광물) 

가 발달하고 있다(그림 3-23). 풍화가 진행중인 알바이트는 주상의 다발이 

모여있는 집합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가장자리가 불규칙한 경계변을 나 

타내며 용해 흔적을 보이고 있다(그림 3-23 B). 또한 알바이트의 주변에서 

관찰되는 몬몰릴로나이트는 flakes가 비교적 큰 특정을 보이는 반면에， 다른 

괴상의 집합체를 이루는 몬모릴로나이트의 flakes는 상대적으로 작아 쉽게 

구별된다(그림 3-23 C, D). 용해되고 있는 알바이트의 주변에 몬모렬로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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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용해 중인 알바이트와 몬모릴로나이트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왕산 지 
점). (A)심하게 용해되어 굴곡이 매우 심한 용해 단면을 보이는 알바이트(Ab). 
(B)알바이트의 에너지분광분석. (C) , (D) 침상의 용해면 특성을 보이는 알바이트 
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스멕타이트(Sm). 



그림 3-23 용해되고 있는 알바이트와 주변플 에워싸고 있는 몬모릴로나이트의 주 
사전자현미경 사진과 에너지분광분석(선계 지점). (A)장석의 표면을 완전히 덮고 
있는 몬모릴로나이트(Sm). (B)주상의 다발형태로 용해되고 있는 알바이트(Ab) 주 
변에 성장하고 있는 몬모릴로나이트(Sm)와 카올리나이트(Kao). (C)알바이트를 싸 
거나 주변에서 성장하고있는 큰 flakes의 몬모렬로나이트와 작은 flakes를 가진 
몬모릴로나이트의 집합체. (D)알바이트의 에너지분광분석결과. (E), (F) 주상다발 

형태의 알바이트 주변에서 성장하고있는 몬모렬로나이트. 



트가 발달하고 있는 것은 용해된 알바이트의 원소들 중 이동이 자유로운 Na 

은 지하수를 따라 완전히 용탈되었고， 거동이 용이하지 않은 Si와 Al이 몬모 

릴로나이트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Fe와 Mg는 주변의 녹니석과 흑운 

모의 풍화작용 시에 빠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 

북쪽에 위치한 울산단층대의 단층비지시료(왕산， 마동， 감산사， 장항리 지 

점)는 모암기원 광물 중 장석의 함량이 비교적 적으며， 점토광물에서도 스멕 

타이트가 주 주성광물이지만 카올리나이트 역시 관찰이 용이한 특정을 보인 

다. 단층비지의 중심에는 비교적 순수한 스멕타이트 집합체가 분포하고 있으 

며，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고， 동일한 방향으로 열극들 

(fractures)이 발달한다(그림 3-24 A , B). 또한 용해되지 않은 석영과 정장석 

이 다양한 크기(수 μm - 500백μm)로 스멕타이트 내에 분포한다(그림 3-24 

B). 그러나 용해 흔적이 적은 정장석과 알바이트 입자들 사이의 빈 공간에서 

괴상의 스멕타이트가 관찰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변질작용에 약한 사장석의 

용해작용으로 인해 점토광물이 생성된 결과로 보인다(그림 3-24 C). 이러한 

곳에서의 점토광물은 아주 미세한(0.2μm 내외) 입자들의 집합체를 이루면서 

분포한다(그림 3-24 D). 이에 반해 남쪽에 위치한 단층버지 시료(말방리， 원 

원사， 입실 지점)에는 상대적으로 장석의 함량이 많으며， 점토광물의 대부분 

이 스멕타이트로 구성되어있고 카올리나이트의 관찰은 용이하지 않다. 단층 

비지의 중심에서조차 용해되지 않은 장석 암편들이 점토광물 주변에 남아있 

으며(그림 3-25 A) , 심지어 외곽쪽에는 장석과 석영이 원형을 유지한 채 물 

리적인 힘에 의해 작은 암편으로 부수어져 있으나， 용해작용의 흔적이 관찰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그림 3-25 B). 입실 지점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현상 

은 원원사 지점(그림 3-25 C) , 말방 지점(그림 3-25 D)에서도 관찰되며， 특 

히 말방리 지점의 비지시료에는 석영 및 장석 입자들의 파쇄대 간극을 따 

라 점토광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함량은 5% 미만으로 점토광물의 발 

달이 대단히 미약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점토광물로 구성되어 있다. 

감산사 지점 단층비지에서 스멕티-이트는 전형적으로 심하게 굴독이 진 

H밟es가 괴상을 이루며 집합체를 형성한다(그림 3-26 A, B). 왕산， 마동 지 

점에서 스멕타이트는 용해조직을 보이는 장석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에워싸 

면서 산출하거나(그림 3-26 C) , 아직 용해되지 않은 알바이트의 표면 위에서 

발달한다(그림 3-26 D). 그러나 주변에 있는 석영 입자 위에서는 전혀 스멕 

타이트가 관찰되지 않는다. 이것은 스멕타이트의 생성에 필요한 물질의 공급 

이 장석의 용해작용에 기인함을 지시한다. 비교적 결정도가 높은 스멕타이트 

는 flakes가 두껍고 큰 것이 특징이며， 마치 개개의 입자로 분리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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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감산사 왕산 마동 지점 단층비지의 조직을 보여주는 후방산란전자현 
미경 사진. (A)일정한 방향으로 균열을 보이는 괴상의 스멕타이트(감산사 지점 단 

층비지). (B)보다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배열되어있는 스멕타이트 (왕산 지점 단 

층비지)와 주변에 풍화되지 않은 정장석 (Or). (C)비교적 변질이 덜된 장석 (Or 정 

장석， Ab 얄바이트) 사이에 형성되어있는 괴상 스멕타이트(Sm) (마동 지점 단층 
lJ]지). (D) (C)의 사진 중 백색 사각형 부분의 확대사진으로 미세한 스멕타이트 

입자들의 집합체. 



그림 3-25 말방， 입실， 원원사 지점 모임 기원 광불과 스멕타이트의 후방산란전자 
영상. (A)입실 지점 단층비지에서 괴상의 스멕타이트 집합체 (Sm) 사이에 용해되 

지 않고 남아있는 얄바이트(Ab)와 정장석 (Or). (B)정장석 (Or) 알바이트(Ab) 및 

석영 (Qz) 이 용해되지는 않았으나 보다 작은 암편으로 부수어져 있으며， 이들 광물 
사이에 존재했던 다른 광물들은 용해되어 빈 공동으로 남아있다(입실 지점 단층 
비지). (C)원원사 지점의 단층비지는 석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알바이트(Ab)의 함 

량이 높으며， 용해되지 않은 얄바이트 암편뜰이 스멕타이트 주변에 남아있다. (D) 

말방 지점 단층비지는 스멕타이트의 발달이 미약하며， 비교적 큰 석영 (Qz) ， 정장 

석 (Or) 및 알바이트(Ab)가 남아있다. 



그림 3-26 스멕타이트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과 에너지분광분석. (A) , (B) 괴상의 
전형적인 몬모릴로나이트의 flakes(감산사 지점 단층비지). (C)침상으로 용해되고 

있는 알바이트(Ab)의 주변에 생성되어있는 몬모릴로나이트(Sm)(왕산 지점 단층비 
지). (D)깨끗한 표면을 보여주는 석영 (Q)과 달리 몬몰릴로나이트로 둘러 싸여있는 
알바이트(마동 지점 단층비지). (E)결정도가 큰 몬모릴로나이트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결정도가 낮은 몬모릴로나이트에 비해 flakes 7} 크고 두껍다. (F)고결정도 

몬모릴로나이트의 에너지분광분석결과. 



것처럼 개별 입자가 모여있는 것 같다(그림 3-26 E). 에너지분광분석결과 상 

당량의 Mg와 Fe가 팔면체 구조에 Al를 치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하의 

부족을 보상하기 위해 층간에 들어가는 원소가 Ca인 것으로 보인다(그림 

3-26 F). 분석결과 도표에서 소량이긴 하지만 K의 피크가 관찰되는데 이것 

은 결정도가 큰 스멕타이트의 경우 국부적으로 일라이트와 혼합층을 이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스멕타이트의 산출양상은 남쪽지점의 단층비지에서도 비슷 

하지만(그림 3-27), 일라이트의 산출은 상당히 상이하다. 즉， 관찰이 용이하 

지는 않지만 원원사 지점의 단층버지에는 크기가 1μm 내외인 방사상 모양의 

미세한 일라이트가 산출되며(그림 3-27 B) , 입실 지점에서는 스멕타이트와 

섞여 구분이 모호하지만 스멕타이트 flake의 연장선에 직선성을 띈 R밟e가 

K의 함량이 높은 일라이트로 확인되었다(그림 3-27 D). 또한 전자현미분석 

결과 K20의 함량이 원원사 지점에서는 4 wt% 내외， 입설 지점에서는 1 

wt% 내외로 검출되어 일라이트/스멕타이트 혼합층이 발달하고 있음을 시사 

한다. 

스멕타이트 성인의 다른 과정은 흑운모의 변질에 기인한 것이다. 즉 마동 

-1 지점 흑운모의 가장자리를 따라 굴곡이 심한 flakes가 관찰되며(그림 

3-28 A , B) , 에너지분광분석 결과 소량의 Mg와 Fe를 함유한 Ca-층간이온을 

갖는 몬몰릴로나이트로 확인되었다(그림 3-28 D). 몬모릴로나이트가 흑운모 

에서 덧성장(overgrowing)한 것처럼 보이나 확대된 사진에서 보면 흑운모의 

층간를 확장하며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장자리부터 변질작용에 의해 

스멕타이트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풍화환경 하에서 흑운모의 변질에 의한 

몬모릴로나이트의 생성은 보고된 예가 드물다. 이 시편에서 흑운모와 몬모릴 

로나이트 간의 정확한 관계를 TEM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울산단층대 단층비지의 카올린광똘 산상은 3가지로 요약된다. 비교적 깨 

끗한 경계를 보이는 석영과 더불어 군데군데 용해흔적이 보이는 정장석과 

함께 그 주변에서 일정한 경향성 없이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괴상의 카올 

린광물 집합체(그림 3-29 A) , 비교적 경계가 뚜렷하고 용해흔적이 거의 없는 

석영과 정장석 주위에서 괴상의 카올린광물과 함께 전형적인 book structure 

를 보이는 차올리나이트가 산출된다(그림 3-29 B). 마지막으로 모암의 흑운 

모가 변절되어 그 벽개 면에 평행하게 발달하고 있는 카올린광물로(그림 

3-29 C, D) , 풍화환경에서 흑운모의 풍화작용으로 생성된 이러한 산상의 카 

올린광물은 할로이사이트로 확인된 바 있다(이석훈과 김수진， 2000). 

단층비지에서 산출되는 카올리나이트는 전형적인 육각 판상체 구조로 관 

찰되는데， 감산사 지점 단층비지에서눈 미량 확인되고 있지만， 몬모릴로나이 

- ~J7 -



그림 3-27 스멕타이트와 일라이트의 주사전자현미경사진. (A)원원사 지점 단층비 
지에서의 스멕타이트(Sm) 전형적인 flakes 모양을 하고 있다. (B)원원사 지점 단 
층비지에서만 확인되는 방사상 모양의 마세한 일라이트(ILL， 직경 1μm)가 스멕타 
이트 집합체 사이에 분포한다. (C)말방 지점의 단층비지에서 나타나는 스멕타이 

트， 비교적 flakes의 발달이 미약하다. (D)입실 지점 단층비지에서 나타나는 스멕 
타이트(Sm)와 일라이트(ILL) 일라이트눈 스멕타이트에 비해 flake의 직선성이 강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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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마동 1 지점 흑운모와 몬모릴로나이트의 주사전자현미경사진과 에너지 
분광분석결과. (A) , (B) 육각 판상체인 -흑운모의 가장자리에 발달된 몬모릴로나이 
트의 flakes. (C)흑운모의 EDS 분석결과. (D)몬모릴로나이트의 EDS 분석결과， K 

과 Fe가 용탈되었으며 Ca가 부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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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단층비지시료의 후방산란전자영상과 에너지분광분석. (A)모서리가 비 
교적 깨끗한 석영 (Q)과 부분적으로 용해된 정장석 (Or) 주변에서 공간을 채우고 
있는 캐올린광물 (개곡 지점 단층비지). (B)괴상의 캐올린 광물(Ka)과 다양한 크 

기의 book structure를 보여주는 판상 캐올리나이트(백색 화살표， 개곡지점 단층 
비지). (C)풍화되지 않은 석영 (Q)과 정장석 (Or) 주변에 변질되어 있는 흑운모(마 
동 지점 단층비지). (D)벽개가 뚜렷한 흑운모(Bt)와 벽개 변에 평행하게 발달된 
캐올린광물(Ka). (E), (F) 흑운모와 그것으로부터 변질된 캐올린광물의 에너지분 
광분석결과. 



트의 빈 공간에 book structure를 보이는 카올리나이트가 생성되어있다(그림 

3-30 A , B) , 카올리나이트 산출의 전형은 개독 지점 단층비지에서 뚜렷한데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배열되어있지는 않지만 전형적인 book structure를 보 

이며 주변에서는 떨어져 나온 카올리나이트 판이 관찰된다(그림 3-30 C, D, 

E) , 

울산단층대 단층비지시료에 대한 분석결과 북쪽과 남쪽에 위치한 지점들 

간에 광물조성이나 산출양상이 다르다. 북쪽에 위치한 지점의 단층비지는 모 

암기원 광물이 주로 석영이며， 점토광물로 스멕타이트 이외에 카올리나이트 

가 비지시료에서 관찰되는 반면에 남쪽에 위치한 지점의 단층비지는 모암기 

원 광물로 석영보다 장석이 우세하며， 점토광물로는 주로 스멕타이트로 구성 

되어 있으며， 카올리나이트의 관찰은 용이하지 않았다. 물론 중간에 위치한 

개곡 지점의 경우 카올리나이트가 매우 우세하게 산출하는 특징을 보이고는 

았다. 따라서 울산단층대 비지시료의 점토광물 형성은 북쪽의 경우 스멕타이 

트광물이 생성된 비교적 심한 풍화작용을 받아 장석광물이 용해되어 카올리 

나이트를 형성했으나， 남쪽의 경우 상대적으로 풍화작용을 덜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곡 지점은 국부적으로 극심한 풍화작용으로 인해 카올리나이 

트가 발달해 있다. 

제 2 절 단층대 모암의 미 세 조직 

지표에서 원조직이 보존된 채로 구성광물이 풍화되어 있는 암석을 

사프롤라이트(saprolite)라하며， 사프롤라이트가 유수에 침식되어 가까운 곳에 

운반 및 퇴적된 것을 워시 (wash) è} 한다. 멀리 운반되지 않았으므로 

사프롤라이트를 구성하는 일차광물과 이차광물들이 그대로 운반되어 

퇴적한다. 따라서 일견 구성광불과 외양이 매우 유사하지만 사프롤라이트와 

워시의 구분은 조직의 보존 여부로 구분할 수 있다. 경주 지역에는 

백악기-제3기 화강암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지표의 완만한 산록 사면에는 

사프롤라이트와 워시가 분포하고 있다. 이 사프롤라이트와 4기 퇴적물로 

추정되는 워시를 절단하는 역단층들이 다수 발견되어 두 물질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l. 감산사(패릉) 지점 

감산사 지점에서는 화강암 풍화대를 절단하는 여러 개의 역단층들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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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감산사， 개곡 지점 카올리나이트와 스멕타이트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A)피상 몬모릴로나이트의 공간에 형성되어있는 차올리나이트(감산사 지점). (B) 

뚜렷한 book structure를 보여주는 카올리나이트(감산사 지점). (C), (D)와 (E) 
book structure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육각판상의 카올리나이트(백색 화살표)(개곡 
지점). (F) 판상 카올리나이트의 에너지푼광분석결과. 



수 있는데 상반의 화강암은 심하게 파쇄되어 많은 각력들을 함유하고 있는 

반면에 하반은 각력이 관찰되지 않는 화강암질 풍화물이다. 상반의 현미경 

관찰에 의하면 수많은 광물편 암편 각력들이 무질서하게 분급되지 않은 

채로 혼재하고 있다(그림 3-31). 각력이라고는 하지만 작은 역들은 상당히 

둥근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는 단층운동 중 각력대 내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장자리가 뜯겨나가며 원마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단층운동에 의한 구성업자들의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흑운모이다 

흑운모 입자들은 판상 벽개를 따라 다른 광물에 의해 무수한 엽펀들로 

분해되면서 긴 띠를 형성하고 았다. 또 암편 가장자리의 흑운모는 노출된 

부분이 휘어지고 갈라지면서 떨어져 나간 미세한 엽편들이 한쪽 방향으로 

암편 가장자리를 따라 길게 늘어져 있다(그림 3-32). 떨어져 나간 엽편들은 

석영， 장석 광물편과 암편 사이를 충전하고 있다. 만약 상반을 구성하는 

각력대가 운반 퇴적된 워시라면 작은 흑운모 엽편들이 긴 띠를 형성하며 

모여 있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단층 상반은 단층 작용으로 생성된 

파쇄대로 볼 수 있다. 단층 하반도 상반과 마찬가지로 현미경하에서 

화강암의 원조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주로 석영과 장석으로 구성된 

입자와 입자 사이에 점토광물이 충전되어 었다(그림 3-33). 하반에서 

흑운모의 원입자들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화강암 사프롤라이트와 

구분된다. 또 상반에서 흔히 관찰되는 흑운모의 특정적인 분쇄조직이 

관찰되지 않는다. 이는 하반 물질이 내부적으로 이동이 없었다는 간접적인 

증거로서 단층 하반은 화강암 지대의 계곡에 퇴적된 화강암 워시라고 할 수 

있다. 

2. 개곡 2 지점 

상반은 화강암(시료 CKG2-1) , 산성맥암(시료 CKG2-7)과 그 

사프롤라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단층면과 바로 접하는 하반은 현미경 관찰 

결과 화강암 사프롤라이트(CKG2-3)이다. 사프롤라이트에서는 광물 입자 

경계면의 요철이 서로 부합되며 입자들의 크기가 상당히 균질하며 광물의 

분포가 화강암과 매우 유사하다(그림 3-34). 사프롤라이트 옆에는 

육안적으로 조직이 다르며 간혹 역이 함유된 화강암질 풍화물(CKG2-4， 

2-5) 이 분포하며 사프롤라이트와는 희미하지만 고각도의 불규칙한 경계면을 

형성하고 있다. 현미경 관찰 결과 화강암의 원조직을 볼 수 없는 

워시이다(그림 3-35). 즉 큰 입자와 작은 입자들이 혼재하며， 인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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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전체적으로 둥근 각력 및 파쇄된 광물편과 암편들로 구성된 패릉 지점 
단층 상반의 박편사진(직교편광). 사진 가로변 길이= 23mm. 



그림 3• 32 패릉 지점 단층 상반 파쇄대의 박편사진(평행편광). a)흑운모의 분쇄된 
입자뜰(갈색)이 길게 흩어져 광물편 사이를 채우고 었다. b)각력의 가장자리에 노 
출된 흑운모가 휘어지고 분쇄되면서 각력 가장자리를 따라 흩어져 있다. 사진 가 
로변 길이二 2.5mm. 



그림 3~33 각이 진 광물편과 암편들로 구성된 패릉 지점 단층 하반 화강암 워시 
퇴적층의 박편사진(직교편광) . 사진 가로변 길이二 (a) 24mm, (b) 2.9mm. 



그림 3• 34 개곡-2 지점 단층대의 단층면과 접하는 화강암 사프롤라이트(CKG2-3) 

의 박편사진. a)직교편광， b)평행편광. 사진 가로변 길이= 17mm. 



그림 3-35 개곡←2 지점 단층대 화강암 워시의 박편사진(CKG2-4). a)직교편광， b) 
평행편팡. 사진 가로변 길이= 17mm. 



입자들의 요철이 서로 부합되지 않아 많은 공극이 형성되어 있고 공극에는 

극미립 광물 입자들로 충전되어 있다. 

3. 말방 지점 

단층의 하반은 원마된 화강암 거력이 함유된 역질 퇴적물이다. 앞서 

기술한 기준들에 의하여 판단하면 상반은 단층에 접한 부분은 워시이며(그림 

3-36b), 좀 더 먼 쪽은 화강암 사프롤라이트이다(그림 3-36a). 워시에서 

사프롤라이트로의 변화는 점이적인 것으로 보인다. 

4. 활성리 지점 

활성리 지점에는 여러 조의 단층들이 발달되어 있다. 그림 2-31의 노두 

사진에서 가장 오른쪽 단층면의 경우 상반은 워시이고， 하반은 

사프롤라이트이다. 단층면과 접하는 하반의 사프롤라이트는 석영， 장석 

입자들이 부서진 파쇄조직을 보이고 있고 장석은 심한 탁화현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3-37a). 그러나 하나의 입자로부터 부서져 생긴 작은 입자들이 

감산사 지점의 각력대처럼 유동션을 그리면서 웅직인 흔적을 보이지는 않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화강암의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프롤라이트이다(그림 

3-37a). 상반의 경우 분급이 불량하고 입자 사이의 공간을 고령토질 

점토광물들이 충전하고 있다(그림 3-37b). 한편 상반의 워시 내에 맥상으로 

들어있는 점토는 주광물 성분이 카올떠나이트로서 워시 내의 공극 충전물과 

동일하다. 또한 단층점토의 특정적인 유동구조나 엽리도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점토는 워시 퇴적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점토질 성분이 농집된 

것이거나 수직 단열을 따라 충전된 점토로 보인다. 

제 3 절 해안단구 퇴적층의 조직 

1. 수렴단층 지점 3단구 퇴적층 

가. 산출상태와 풍화도 

육안적 관찰에 의하면 대부분 자갈로 구성된 제2단구와 제3단구 

퇴적층은 풍화도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제3단구 퇴적층은 자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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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말방 지점 단층대의 박편사진 a) 전형적인 화강암 사프롤라이트(시료 
0006MB4). b)단층과 직 접 집 하는 상반의 화강암 워 시 (시 료 0006MB2). 사진 가로 
변 길이二 20mm. 



그림 3-37 활성리 지점 단층대의 박편사진. a)단층변과 접하여 파쇄작용을 받아 

원광불입자가 깨어져 었기는 하나 광물입자들의 원래 위치는 보존되어 전체적으 
로 화강암의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화강암 사프롤라이트(시료 0104HS3). b)다양 

한 크기의 광물편과 암편들， 그리고 그 사이를 충전하는 점토로 구성된 화강암 워 
시(시료 0104HS2). 사진 가로변 길이 13rnrn. 



사이의 공극이 대부분 풍화 기원의 담황갈색(10YR 6/3) 점토광물로 메워져 

있으며， 화강암， 사암， 응회암 등의 자갈이 심하게 풍화되어 손으로 약간의 

힘만 가해도 부스러진다. 반면에 제2단구 퇴적층의 자갈은 현무암질 화산암 

자갈만 짧은 회백색 풍화각(weathering rind)을 보이며 변질되고 있을 뿐， 

다른 종류의 자갈은 매우 선선하여 손으로 파쇄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고 었다. 그리고 자갈 사이의 공간은 상위 토양층에서 내려온 

점토광물로 부분적으로 충전되어 있다. 상대적 풍화도 차이에 대한 정량적 

연구가 현재 진행중이지만， 육안적 및 현미경적 관찰에 의하면 두 단구의 

풍화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인지된다. 일반적으로 풍화초기에 구성광물의 

풍화가 신속히 진행되다가， 생산된 점토광물들이 점점 공간을 메우고 

일차광물을 피복하여 광물의 용해반응과 물의 순환이 느려지게 된다. 즉 

연대와 풍화도는 일정비례관계가 아니며 연대가 오래될수록 풍화속도는 

일반적으로 크게 느려진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두 단구 사이의 

연대 차이는 상당히 클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3단구 퇴적층의 기반암 

수렴단층 지점의 제3단구 퇴적층이 부정합적으로 피복하고 있는 

기반암은 제3기의 화산쇄설물이 변질된 벤토나이트이다(그림 3-38). 

본격적인 화산암석학적 분석은 시행하지 못하였지만 변질전의 화산쇄설물은 

현무암질 라팔리 화산회로 보인다. 본 기반암의 최하부까지 탐색하였으나 

신선한 응회암체는 찾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풍화작용에 의하여 대량의 

벤토나이트가 생성되기는 어렵다(Grim and Guven. 1978). 본 암체의 

스멕타이트 기질에는 전혀 변질되지 않은 반자형 바이토나이트(bytownite) 

사장석 반정이 흔히 함유되어 었다(그림 3-39). 바이토나이트와 같은 

Ca-사장석은 풍화에 매우 취약하여 빠른 속도로 풍화된다. 기질이 모두 

스멕타이트화되는 동안 사장석 반정이 전혀 변질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스멕타이트화 작용이 산성의 풍화 환경보다는 알칼리성 속성환경에서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포항-경주지역 제371 퇴적층에는 화산회의 

초기속성변질기원 벤토나이트가 흔히 산출되며， 수렴단층 지점의 

벤토나이트도 그 성인은 동일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렴단층대 기반암이 벤토나이트라는 사실은 단층 연대측정의 대상이 

되는 단층점토의 성인이 과연 단층활동과 관련된 열수변질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단층작용이 단구퇴적층이 상당히 풍화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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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수렴단층 지점 해안단구 퇴적층 기반암의 XRD 패턴. 스멕타이트와 사 
장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S: 스멕타이트， 나머지 피크들: 사장석 .d 값의 단위는 
Å. 

그림 3~39 수렴단층 지점 해안단구 퇴적층의 기반암인 벤토나이트의 편광현미경 

사진(평행편광) 기공이 많은 암편들과 사장석 반정들을 볼 수 있다. 사진 가로변 

길이二 20rnm. 



생성되었는지 그 이전에 생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미고결 또는 

풍화된 역질 해안단구퇴적층이 변위되면서 파쇄 및 열수변질되어 

단층점토가 생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더구나 열수가 이런 

천부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단층점토의 주구성 

성분인 스멕타이트는 어디에서 기원한 것인가? 단층점토의 주성분이 

스멕타이트이고 단구퇴적층의 주요풍화산물은 고령토광물이므로 

스멕타이트는 하부로부터 운반되어왔을 것이다. 이 경우， 기반암이 

벤토나이트이므로 단층점토의 스멕타이트가 기반암에서 유래한 것인지 혹은 

그 보다 하부의 열수기원인지 불분명해진다. 따라서 수렴 단층 점토의 

Rb-Sr, K - Ar, ESR 연대측정 결과는 하부 기반암 스멕타이트의 혼입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해석되어야할 것이다. 

다. 제3단구 퇴적층의 풍화양상 분석 

수렴단층대 제3단구 노두의 퇴적층 중에는 모래입자가 다량 함유된 

사질역층이 수 매 협재되어 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제3단구 퇴적층이 

전체적으로 심하게 풍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질역층내 자갈의 풍화도는 

매우 미약하다. 사질역층내의 공극은 조밀한 황갈색 (7.5YR 7/2) 풍화기원 

점토로 메워져 있으며 모래입자들은 회황색 (5Y 9/3)의 점토가상으로 

변질되어 있다. 그림 3-40은 수렴단층 노두의 제3단구 퇴적층 풍화단면의 

스케치이다. 단구 퇴적층의 두께는 2-3 m 정도이며， 중간 정도 깊이에 2조의 
두께 3-17cm 정도인 앓은 사질역층이 협재되어 있다. 자갈은 원마도가 좋은 

흑운모 화강암， 화강반암， 장석 질사암， 혼펠스， 안산암， 현무암， 

안산암질/현무암질 응회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분석방법 

제3단구의 풍화된 역층과 사질역층 시료는 풍화단면에서 체계적으로 

채취하였다. 역층의 풍화된 자갈 그리고 자갈 사이의 공극을 충전하는 

점토를 분리하였으며 사질 역층에서 모래입자의 점토가상， 모래입자와 

자갈을 피복하는 점토를 강철심으보 실체현미경하에서 분리하여 XRD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용한 기기는 회절빔 단색화장치가 구비된 Siemens 
D5005 기기였다. 사질역층에서 분리된 점토에 대해서는 좀더 정밀한 XRD 

분석을 실시하였다. 열분석은 Rigaku TAS100 분석기를 무게 10 mg, 승온률 

10 0C/min의 조건에서 20 0C -1000 oC 사이에서 시행하였다. 분리한 점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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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0 수렴단층 노두 제3단구 퇴적층 풍화단면의 스케치 



증류수에 분산시킨 다음 Cu 그리드에 얹어서 120 kV의 C따'1 Zeiss 

EM912 .Q 기기를 이용하여 TEM 관찰을 실시하였다. 처리하지 않은 

원시료는 에폭시로 굳힌 후 연마박편을 제작하였다. 연마박편중 사질역층의 

연마박편에 대하여 광물편， 암편， 공극의 체적비를 점계수법으로 측정하였다. 

제작된 연마 박편에 대하여 Oxford 에너지분산 X선 분석기 (EDS)가 부착된 

JEOL JSM 6300 주사전자현미경 (SEM)으로 후방산란전자(BSE)상 및 

이차전자(SE)상을 이용하여 미조직을 관찰하였다. 동시에 광물의 화학조성을 

Cameca SX51 전자현미분석기로 가속전압 15 kV, 빔전류 10 nA, 빔직경 20 

μm， 계수시간 10초의 조건에서 분석하였다. 

(2) 자갈층의 풍화 

박편사진에 의하면 비등방성 점토(anisotropic clay)가 풍화중인 자갈 사 

이를 충전하고 있으며， 점토의 미세한 층리는 아래쪽으로 휘어져 있다(그림 

3-41). 자갈층에 있는 대부분의 자갈은 그림 3-42a의 BSE 사진에서 보는 바 

와 심하게 풍화되어 있다. 알바이트는 벽개와 미세균열을 따라서 고령토 광 

물로 교대되고 있고(그림 3-42b) 할로이사이트 집합체의 전형적인 형태인 꾸 

불꾸불한 모양의 고령토 집합체가 형성되어 있다(Jeong and Kim, 1993; 

J eong, 1998, 2000). 흑운모는 긴 연충형( vennicular) 고령토로 변질되었는데 

(그림 3-42c) , 이들은 층상규산염 광물에서 풍화되어 생성되는 카올리나이트 

의 전형적인 형태로 알려지고 있다(Jeong， 1998, 2000). 심하게 풍화된 자갈 

내에는 일차광물들의 풍화작용에 의하여 미세한 공극들이 형성되어 있고 공 

극의 벽은 층리를 보이는 고령토질 점토로 피복되어 었다(그림 3-42C). XRD 

분석에 의하면 풍화된 자갈의 주요 점토광물은 할로이사이트， 차올리나이트， 

버미쿨라이트이고(그림 3-43a, b) , 풍화된 자갈 사이의 공극을 채우는 고령토 

는 할로이사이트로 분석되었다(그림 3-43c). 이상의 결과로 보아서 풍화된 

자갈의 주성분 점토광물은 사장석에서 풍화된 할로이사이트이며 그 외 카올 

리나이트와 버미쿨라이트가 소량 변질되어 생성되었다. 점토의 황갈색은 극 

미립으로 혼재하는 산화철에 기인한다. 

(3) 모래-자갈층의 풍화 

모래-자갈층은 석영， 사장석， 휘석， 암편， 자갈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44a, b, c). 특히， 무색의 등방성 점토(isotropic clay)가 사장석 입자를 교대 

하여 가상을 형성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반응환을 형성하기도 한다(그림 

3-44a, b, f). 사실， 등방성 점토가상은 반응환보다 흔하며， 사장석 입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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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수렴단층 노두 풍화된 자갈층의 편광현미경 박편사진. 자갈이 심하게 
풍화되어 있고 자갈 사이의 공극은 아래로 볼록한 미층리를 보이는 비등방성 점 
토로 충전되어 있다. a)평행편광， b)직교편광， 사진 가로변 길이= 22mm. 



그림 3-42 수렴단층 노두 풍화된 자갈층의 전자현미경 BSE 사진. a)심하게 풍화 

되어 내부에 공극(화살표)이 형성된 된 자갈들(WP)과 그 사이를 충전하는 고령토 

질 점토(Ka). b)자갈 내에서 알바이트(PA)의 열극을 따라서 생성되고 있는 할로 

이사이트 집합체(화살표). K: K장석. c)섬하게 풍화된 자갈 내의 흑운모의 팽창된 
캐올리나이트 가상(KP)과 공극들(흑색)， 그리고 공극을 부분적으로 충전하는 고령 
토질 점토(Ka). K: K장석， z: 조이사이트， Q: 석영， PA: 알바이트. 



10 Two Theta 20 

그림 3-43 수렴단층 노두 풍화된 자갈층의 XRD 패턴. a)풍화된 흑운모 화강반암 
자갈. b)풍화된 장석질 사암 자갈. c)풍화된 자갈 사이의 점토 충전물. H: 할로이 
사이트， 1: illite, V: 버미쿨라이트. d-값의 단위는 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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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수렴단층 노두 풍화된 모래 자갈층의 전자현미경 사진 (a-d: BSE, e- f: 
SE). a)반응환을 보이며 사장석을 교대하는 등방성 점토와 등방성점토 가상들. b) 
사진 a 중상부의 확대. 가상 내의 공극과 앓고 간 공극(화살표)을 사이에 둔 등방 

성 점토의 벽들. 다각형 균열은 시료준비시 건조에 의한 것이다. c)거의 일정한 
두께로 모래와 자갈을 피복하는 등방성 점토들. 자갈은 거의 풍화되어 있지 않다. 

d)등방성 점토로 피복된 거의 풍화받지 않은 자갈. 비등방성 점토가 공극 하부에 
집적되어 있다. e)자갈을 피복하는 등방성 점토 집합체와 시료건조시 형성된 다각 

형 균열.f)등방성 점토 가상의 치밀한 단면(화살표)과 원형구멍들(삽입그림내 화 

살표). IP:등방성점토 가상 IR:등방성점토 반응환， IC등방성 점토 피복， p:바이토 

나이트， K:K 장석， Q:석영， Px:휘석， PB:자갈， AC비등방성 점토. 



대부분은 등방성 점토에 의하여 교대되었다. 전자현미분석에 의하면 등방성 

점토로 교대중인 사장석은 모두 바이토나이트였다(av. An86)(표 3-6). 비교를 

위해 기반암언 벤토나이트내 사장석의 화학조성을 같이 분석하였다. 그 결 

과， 두 사장석의 화학조성은 오차범위 내에서 잘 일치하고 있다. 가상의 형 

태로부터 바이토나이트의 원래입자는 크기 0.5-2 mm 정도인 자형 결정이다. 

점토가상외에 담갈색 등방성 점토가 모래와 자갈 입자를 전체적으로 연속적 

으로 피복하고 있다(그림 3-44c, d, e). 피복의 두께는 10-100 μm 정도이다. 

박편의 모달 분석에서， 풍화된 모래 자갈층은 자갈 49.3%, 등방성 점토 

34.7% , 사장석 잔류물 0.4%, 휘 석 0.5% , 석 영 4.9% , 공극 10.2%로 구성 되 어 

었다. 등방성 점토의 약%은 가상 %는 자갈과 모래를 피복한다. 점토가상의 

체적에서 구한 사장석의 원래 체적은 12%로 평가된다. 바이토나이트와 달리， 

석영， K-장석， 휘석， Na-사장석( oligoc1ase-labradorite) 등의 다른 모래입자 

들은 변질되지 않았으며 등방성 점토로 피복된 자갈도 거의 풍화되지 않았 

다(그림 3-44c, d). 

(4) 등방성 점토의 광물학적 분석 
등방성 점토의 XRD 분석결과， 두 개의 넓은 회절밴드가 3.41A과 

2.26A에서 관찰된다(그림 3-45). TEM 관찰결과 등방성 점토는 특정한 

입자형태를 보이지 않으며， 겔(gel)상의 연속집합체를 형성하고 있다(그림 

3-46). EPMA 분석결과， AVSi 원자비는 1.3- 1.7의 범위를 보이며 평균값은 

1.5이다(표 3-7). 열분석 결과 96
0

C 에서 흡열피크， 992
0

C 에서 발열피크를 

보인다. 총중량감소는 44.5%였으며 20-226
0

C사이에서 29.5% , 226-918 0C 

사이에서 15%의 중량감소가 있다(그림 3-47). 모래-자갈층을 교결하는 

점토의 광학적 등방성과 Alz03, Si02, H20로만 구성된 화학조성으로 볼 때， 

등방성 점토는 앨로패언(allophane)이나 이모골라이트(imogolite)일 것이다. 

기존 문헌에 의하면 앨로패인의 AVSi 원자비는 1과 2.5사이에서 변하며， 

이 모골라이 트는 2.0에 가깝다(Newman and Brown, 1987; Wada, 1989; 

Childs et al., 1999). 1.5의 평균 AνSi비는 이모골라이트 보다는 앨로패인의 

그것 에 보다 가깝다(Wada， 1989). Wada and Yoshinaga(1969)에 의 하면 

앨로패인은 XRD 패턴에서 3.3A와 2.25A에 2개의 넓은 회절밴드를 가지나， 

이모골라이트는 더많은 수의 피크들을 갖는다. 본 등방성 점토의 XRD 

패턴은 기존 앨로패인의 XRD 자료와 잘 일치하고 있다. 형태적 측면에서， 

앨로패인은 30-50A 크기의 극미립구로 산출되지만， 이모골라이트는 

전 형 적 으로 긴 섬 유 형 태 이 r} (van der Gaast et al. , 1985; Wada,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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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Ca사장석의 전자현마분석자료 (wt.%). 

Sandy gravels (1 8 grains) Lapilli-tuff (8 grains) 

Range Average(土 20) Range Average(士 20)

Si02 45.36-50.00 46.50( :1: 0.55) 44.05-49.81 45.96(土 1.58)

AI20 3 30.98-35.34 33.82(土 0 .4 2) 30.06-34.24 32.84(土 1 .13) 

Fe203* 0 .46-0.75 0.61 (士 0.03) 0.43-0.92 0.61(土 0.13)

K20 0.00-0.15 0.03(土 0.02) 0.00-0.05 0.02(土 0.0 1)

Na20 1.11-3.03 1 .61 (土 0.19) 1.15-3.07 1.73(士0.57)

CaO 14.83-18.52 17.41( 土 0.36) 14.85-18.34 17.33(土 1.02)

Total 98.45-101.28 100.23(士 0.30) 97.91-99.38 98 .49( :1: 0.36) 

Mol. % Mol. % 

Or 0.00-0.89 0.18(土 0.09) 0.00-0.29 0.1 (土 0.08)

Ab 9.82-26.74 14.32( 土 1.6 7) 10.20-27.16 15.3( :1: 5.03) 

An 72.37-90.08 85.50( 土 1 .74) 72.61-89.78 84.6( :1: 5.09) 

* T otal Fe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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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등방성 점토의 전자현마분석자료 (26개 분석값). 

Range Average( +20) 

Si02 24.52-34.85 31.24(+1.18) 

AI20 3 33.28-44.17 39.82(+1.14) 

Fe203 * 0.13-1.53 0.52(+0.11) 

MgO 0.00-0.32 0.04(+0.03) 

MnO 0.00-0.08 0.02(+0.01 ) 

Ti02 0.00-0.18 0.06( :1: 0.02) 

P20 5 0.19-1 .02 0.4(+0.07) 

K20 0.00-0.17 0.07(+0.02) 

Na20 0.00-0.22 0.05( +0.02) 

CaO 0.00-0.24 0.1 (:1: 0.02) 

Total 59.02-79 .41 72.33( +2.18) 

AI/Si 1.3-1 .7 1.5(+0.04) 

* Total Fe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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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수렴단층 노두 모래-자갈층 내 앨로패인의 XRD 패턴. G:겁사이트， Q: 
석영， p:바이토나이트， A:각섬석， IS:일라이트-스멕타이트 혼합층광물. d-값의 단 

위는 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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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수렴단층 노두 모래 자갈층- 내 앨로패인의 투과전자현마경 사진과 

EDS 패턴 (Cu와 Ti는 시료 그리드와 홀더에 함유) . 



DTA 

200 400 600 800 1000 

Temperature(C) 

그림 3-47 수렴단층 노두 모래-자갈층 내 앨로패인의 열분석 패턴. DTA:시차열 
분석곡션， TG:열중량분석곡선， DTG:시차열중량분석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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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골라이트 섬유가 관찰되지 않고 부정형의 겔 형태를 가지므로 형태상 

이모골라이트 보다는 앨로패언과 유사하다(Sudo et al. , 1981; Eggleton, 

1987). 이상의 광물학적 분석을 종합하여 판단해볼 때， 등방성 점토는 

앨로패인이다. 

(5) 옐로패인의 기원 

모래-자갈층에서 앨로패언으로 피복된 자갈이 상대적으로 신선하다는 

사실은 바이토나이트의 풍화와 앨로패인의 생성이 자갈 풍화 이전에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바이토나이트의 빠른 풍화작용은 Goldich ’s 

rule과도 부합된다(Goldich. 1938). Al함량이 높은 사장석의 용해속도는 낮은 

Al 함량의 사장석보다 크다(Welch and Ullman. 1996). Ans7 사장석의 빠른 

용해속도와 높은 AνSi비로 인하여 모래-자갈층내에 앨로패인의 생성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사장석에서 용해된 성분의 일부는 앨로패인 가상을 

형성하였고， 일부는 이동하여 자갈과 모래를 피복하는 앨로패인으로 

침전되었다. 앨로패언이 풍화단면 상부에서 하부로 침투하여 축적되었다는 

증거는 없으며， 모래 자갈층내에 한정되어 새로이 생성되었다. 이는 

앨로패인의 생성이 주로 바이토나이트가 풍부한 모래-자갈층의 독특한 

광물조성에 기인함을 의미한다. 모래 자갈층의 바이토나이트 입자는 

기반암인 벤토나이트내 바이토나이트 반정 또는 그 파편과 화학조성， 크기，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스멕타이트로 구성된 벤토나이트는 단구퇴적층이 

퇴적하던 고에너지의 해빈환경에서 쉽게 해체되어 먼 바다로 운반되었을 

것이고， 분리된 바이토나이트 모래는 해변에 자갈과 함께 퇴적되었을 

것이다. 

(6) 앨로패인의 풍화속도 지연효과 

모래-자갈층에서 앨로패인으로 피복된 자갈의 신선도는 자갈층내의 

심하게 풍화된 자갈과 매우 대조적이다. 앨로패언은 높은 수분 유지력과 큰 

표면적을 갖고 있다(Wada. 1989). SEM과 TEM 사진은 모래-자갈 층의 

앨로패인이 독립된 입자가 아닌 연속적이고 조밀한 겔상의 집합체로 

산출됨을 보여주고 있다. 앨로패인 겔은 자갈과 공극 사이의 풍화용액의 

교환을 느리게 하여 결과적으로 자갈과 풍화 용액 사이의 풍화반응을 

지 연 하는 불투수성 지 화학 장벽 (impermeable geochemical barrior) 역 할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앨로패인으로 피복되지 않은 

인접한 다공성 자갈층내의 자갈은 지속적으로 용액과 반응하며 풍화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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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자갈 내에는 미세한 공극들이 생성되었으며 여기에 할로이사이트를 

중심으로한 이차광물들이 침전되었다. 풍화된 자갈 사이의 할로이사이트질 

점토충전물은 대부분 상위로부터 하부로 침투하는 물에 의해서 입자상태로 

운반되어 퇴적한 것들이다. 자갈층내에서 할로이사이트질 점토가 자갈을 

피복하고 있기는 하지만 할로이사이트의 수분유지력이 앨로패인보다 작으며 

앨로패인처럼 그 자리에서 생성된 화학적 침전물이 아니라， 상위에서 

운반되어온 물리적 집적체이므로 풍화지연 효과가 작은 것으로 생각된다. 

2. 2, 3 해안단구층의 비교 관찰 

관성과 양남 지점의 제2단구 퇴적층은 주로 사질자갈층으로 구성되어 있 

다 (그림 3-48a, b). 석영립과 암편들이 자갈 사이의 공간을 채우고 있으며 

상부 토양층으로부터 내려온 적갈색 점토들이 모래와 자갈을 피복하며 공극 

을 충전하고 있다. 자갈들은 매우 미약하게 풍화되어 있고 약 2mm 두께의 

풍화각(weathering rind) 이 발달되 어 있다. 

수렴 지점의 제3단구 퇴적층은 앓은 사질자갈층들이 일부 함유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자갈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갈층은 원마도가 좋은 장석질사 

암， 혼펠스， 흑운모 화강암， 화강반암， 안산암， 현무암， 안산암 및 현무암질 응 

회 암의 자갈들로 구성 되 어 있다. 자갈들은 심 한 화학적 풍화작용을 받은 결 

과 lcm 정도의 두꺼운 풍화테가 발달되어 었다(그림 3-48C). 심하게 풍화된 

자갈에는 용해작용으로 많은 공극들이 형성되어 매우 엉성한 조직을 보여주 

고 있으며 주로 사장석의 풍화작용 결과 생성된 고령토질 점토들이 자갈내 

의 미세한 공극과 자갈 사이의 큰 공극을 충전하고 있다(그림 3-49a, b). 전 

체적으로 보아 퇴적동시 기원의 모래입자들은 자갈층에서 매우 드물고(그림 

3-49a), 더구나 자갈 사이 석영입자들의 일부는 그림 3-49c, d에서 볼 수 있 

듯이 엉성한 조직을 갖는 풍화된 자갈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들이다. 사질자 

갈층은 자갈층에서 드물게 발견된다(그림 3-48d). 특히 퇴적동시기의 석영입 

자는 앨로패인으로 교결된 사질자갈층에서 비교적 흔하게 발견된다(그림 

3-48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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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제 2, 3 해안단구 퇴적층의 현미경사진 비교. a)관성 지점 제 2단구 퇴 
적층의 사질자갈층. 석영 (Q) ， 암편， 장석이 미약하게 풍화된 자갈 사이의 공극(p) 

을 채우고 있고， 토양층에서 내려온 점토(C)가 모래 입자와 자잘을 피복하고 있 

다. b)양남 지점 제2단구 퇴적층의 사질자갈층.C)수렴단층 지점 저113단구 퇴적층의 
자갈층. 심하게 풍화된 자갈 사이 공간이 고령토질 점토로 충전되어 있다. (d)석 

영과 암편으로 구성된 모래와 이들을 피복하는 풍화기원 고령토질 점토로 구성된 
수렴단층 지점 사질자갈층. (e)수렴단층 지점의 앨로패언으로 교결된 사질자갈층. 
석영， 사장석， 암편들로 구성된 모래가 미약하게 풍화된 자갈 사이의 공극을 충전 
하고 있다. (f)사진 (e)의 사각형 표시부 확대사진으로 앨로패인 겔이 모래입자와 
자갈을 피복하고 있다. 사진의 scale 2 mm. 



그림 3-49 심하게 풍화된 수렴단층 지접 자갈층 박편의 후방산란전자(BSE)현미 
경사진. (a)풍화된 자갈(WP) 사이를 충전하는 고령토를 보여주는 그림 3-48c의 

사각형 1의 BSE상. (b)풍화된 자갈의 풍부한 공극과 엉성한 조직을 보여주는 (a) 
의 사각형 표시부의 확대상. (c)다공상 자갈과 그 사이를 충전하는 고령토를 보여 

주는 그림 3-48c의 사각형2의 확대상. (d)풍화된 자갈로부터 자갈 사이의 공극으 
로 떨어져 나오고 있는 석영 (Q)과 K장석 (Kf) 입자들을 보여주는 (c)의 사각형 표 

시부의 확대상. 



제 4 장 연대측정 결과 

제 1 절 Rb-Sr, K Ar 연대측정 

1. 개요 

단층운동 때의 파쇄작용과 연이은 열수변질작용에 의해 Rb, K을 함유하 

는 새로운 자생광물이 만들어지거나 기존 광물의 Rb-Sr, K-Ar 시스템이 재 

평형에 도달할 경우 단층운동의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Kralik et al., 1987; 

1992). 단층운동 동안의 기계적인 파쇄작용에 의해 잘게 부서진 암석은 공극 

율이 높아지고 열수의 유입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쉽게 자생적인(authigenic) 

점토광물로 변한다. 단층비지 점토광불에 대한 K-Ar, Rb-Sr 연대측정 결과 

는 열수변질작용의 시기를 정의하는 것이지만 파쇄작용과 열수변질의 시기 

가 지질학적으로 거의 같다고 보기 때문에 단층운동의 시기를 지시할 수 있 

는 것이다(Tanaka et al., 1995). 그러나 단층비지에 대한 의미 있는 K-Ar, 

Rb-Sr 연대측정은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주로 자생적인 점토광물만 분리 

하기가 어렵다는 점， 원래 존재하던 방사기원 물질{inherited radiogenic 

component), 그리고 이차적인 변질에 의한 원소의 유동 때문이다. 최근까지 

제4기 단층운동의 시기를 Rb-Sr, K-Ar법으로 정의한 연구 결과는 전 세계 

적으로 보고되고 있지 않다. 

기-. Rb-Sr 

87Rb은 β- 붕괴를 통해 87Sr으로 변하며 붕괴상수는 142 x 10-11 /y 
이다 (반감기는 48.8 X 109 y; Steiger and Jaeger, 1977). 그 관계는 다음 

과 같은 식으로 시스템의 연대와 관계된다. 

聽=(聽l+(讓}eλt -1) 프 (聽1 +(鍵)λt

(충분히 긴 t에 대해서 eÀ t 三 1 + À t) 

위 식에 의해 시료의 87Srrsr과 87Rbl6Sr을 각각 y , x 값으로 잡는 그래프 

를 그릴 경우 그 각도는 Àt를， 그리고 y 절편은 윈SrrSr 초기치를 지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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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 방법에 의해 암석이나 광물의 연대를 측정할 경우 가장 중요한 

가정은 1)각 시료의 초기 Sr 동위원소비가 동일하였고， 2)시료의 Rb, Sr이 

유동되지 않고 폐쇄계를 유지하였다는 것이다. 

그 긴 반감기 때문에 Rb-Sr법은 대개 제3기 이전의 지질연대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질량분석기의 발달로 인해 87srf*ìSr을 100ppm 오차 수 

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시료의 Rb/Sr비가 충분히 변화할 경우 제 

4기 연대를 측정하는 것이 수학적으로는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시료의 

Rb/Sr비가 100 정도 변화하는 시료에 대해 87Srl잃Sr， 87Rbf*ìSr을 각각 
0.01%, 0.5% 오차 수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약 100만년의 연대를 

3% 이하의 오차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다. 

나. K-Ar 

K는 지구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 8번째로 풍부한 원소로서 주요 조암광 

물의 주구성원소이다.K의 동위원소 중 연대 측정에 이용되는 40K는 전체 K 

의 0.012 %를 차지하며 40K는 자연적으로 40Ca와 40Ar으로 붕괴한다. 이 중 
1 1.2%가 40Ar으로 붕괴한다.K을 포함하는 system에서 이 방사성 붕괴에 따 

른 관계는 다음의 식으로 설명된다. 

40Ar* + 40Ca* = 4~(eÀt - 1) 

À: 40K의 총 붕괴 상수 t age 

이 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K-Ar 연대 측정의 기본식이 유도된다. 

OAr*= À/À é 

때K(e Àt-1) 

여기에서 암석의 생성연대 t는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된다. 

t = -Jo- ln r보심으 • λ 1 
ì.. "'l K 40 ì.., ~j 

이때ì..，은 전자포획에 의한 40K의 40Ar으로의 붕괴상수를 나타낸다. 

결국 암석이나 광물의 K-Ar 연대를 알기 위해서는 방사성 붕괴에 의해 

축적된 Ar의 양과 K의 양을 측정해야 한다. 연대가 젊은 암석의 경우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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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방사기원의 40Ar의 양이 적고 40Ar/36Ar의 비율이 현재 대기의 것과 차이 

가 크지 않기 때문에 (Matsumoto and Kobayashi , 1995) 동위원소 희석법으 

로는 정확한 연대가 구해지지 않는다. 이때는 질량분석기에서 얻어지는 각 

동위원소의 peak값을 비교함으로써 (peak comparison method 피크직비교 

법)Ar의 양과 비율을 측정할 수 있다. 

2. 실험방법 

가. Rb-Sr 동위원소 분석 

산추출 실험을 위해 선정된 0.2 μm 이하 입자 크기의 단층비지 시료 약 

20mg을 취해 1N HCl을 가하고 약 800C에서 3시간 동안 가열하였다. 1N 

HCl 추출물(leachate)은 Rb-Sr 혼합 스파이크와 섞은 후 가열판에서 말리고 

2.5N HCl 0.5ml 정도에 녹였다. 입자크기별 2-5μm， 0.2-2μm， 0.2μm 이 

하 부분 전체를 분석하는 시료 약 20mg과 1N HCl 잔류물(residue)은 Rb-Sr 

혼합 스파이크와 섞은 후 테플론 바이알에 넣고 실험실에서 정제된 혼합산 

(불산:질산:과염소산 = 4:1:1) 3ml 정도를 가하여 밤새 reflux시켰다. 다음날 

바이알의 뚜껑을 열고 휘발시킨 후 2.5N HCl O.5ml 정도에 녹였다. 준비된 

시료들로부터 염산 매질을 이용하는 양이온교환칼럼화학(AG50W-X8， H+ 

fonn, 200-4어#)을 적용하여 Rb과 Sr을 분리하였다. 실험과정의 총 바닥값 

(blank)은 Rb, Sr에 대해 각각 O.2ng 이하였다. 

분리된 Rb, Sr은 Ta filament에 얹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열이온 

화질 량분석 기 (TTh1S; thennal ionization mass spectrometer, model 

VG54-30)로 분석하였다. Rb은 static mode로 분석하였으며 (N=20， 5s 

integration) Sr은 86/88=0.1194로 nonnalize하면서 dynamic mode로 분석하 

였다(2 hops, N=100, 5s integration). 분석 된 87srJl6Sr에 반영 된 스파이 크 효 
과는 수학적으로 보정하였다. NBS987 표준물질의 87srJl6Sr 분석 평균값은 

0.710239+0.000004(N=34, 2 (J m)로 추천치 (대 개 0.710250)와 부합되 었다. 등 

시선의 통계학적인 처리는 Ludwig(1994)를 따랐으며 연대 계산에 있어서 

87srJl6Sr 오차는 0.003%(표준물질의 외부정밀도， 2 (J %SE)로 주었고 반복 

실험의 결과에 따라 87Rb/86Sr 오차는 0.5%로 주었다. 계산된 연대와 

87srJl6Sr 초기치는 95% 신뢰도(2 (J )로 보고한다. 

나. K-Ar 동위원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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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 연대측정을 위한 Ar 동위원소비 분석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 

원의 VG5400 모델 불활성기체질량분석기 (SVMS; static vacuum mass 

spectrometer)를 이 용 하 였 다. 

일반적으로 Ar의 양은 38Ar을 spike로 이용하는 동위원소 희석법이나 

sensitivity method를 통해 측정된다. 계산된 Ar 중에서 방사성 붕괴에 의해 

서만 만들어진 Ar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295.5의 40Ar/36Ar 비를 이용한다. 

약 40-50 mg의 시료를 세척 건조된 Al foil에 싸서 pyrex glass로 만 

들어진 sample holder안에 넣는다. sample holder와 전처리 장치를 모두 

200 0

C 정도의 온도에서 하루나 이틀정도 가열하여 약 10-8 mbar 정도의 

진공을 유지시킨다. 시료를 분석하기 전에 표준 공기를 이용하여 검출감 

도 (sensitivity) 와 질량차별지수(mass discrimination factor)를 계산한 

다. 최종적으로 sample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을 수행해 hot blank 

값을 계산한다. 이때 배경값이 크면 진공 정도를 확인하고 fumace를 시 

료 분석 때 보다 100 0C 정도 높은 온도에서 반복 가열하여 그 값을 떨어 

뜨린다. 모든 것이 준비되면 sample holder에 장착되어 있는 sample을 

furnace 안으로 떨어뜨린 후 1350 0

C 에서 15분간 가열하여 가스를 방출시 

킨다. 방출된 가스는 38Ar spike gas와 혼합된 후 시료 전처리 장치를 거 

치면서 02, S2, H20, C02등이 제거되고 Ar만 남게 되고 이 Ar 가스는 질 

량분석기로 공급된다. 질량분석기로 투입된 Ar gas는 Nier type의 

source를 지 나는 동 안 emission current 200 때로 이 온 화되 며 , 4.5 kV의 

전압으로 가속된다. 가속된 이온빔은 전자석을 통과하면서 36Ar, 38Ar, 
40Ar이 분리되어 검출기에 도달한다. 이때 양이 많은 40Ar은 Faraday 검 

출기를 이용하고 나머지 두 가지 동위원소는 electron multiplier를 이용 

하여 측정 된다. High Faraday detector의 경 우 200, electron multiplier의 

경우 600의 분해능을 갖는다. 실제 분석에서는 peak jumping method를 

이 용하여 36Ar, 38Ar, 4OAr의 세 동위 원소의 신호와 각각의 배 경 값을 약 

20여 차례에 걸쳐서 측정한다. 이후 분석이 끝난 후 gas가 투입된 시간 

으로 역산하여 각 동위원소의 선호 값과 동위원소간의 비율을 계산하게 

된다. 

시료내의 K의 측정은 일반적인 습식 분석을 이용한다. 약 100 mg의 

표품을 Teflon bomb에 넣 고 정 제 된 혼합산(HF:HN03:HCl04 = 4:1: 1) 

5ml 와 함께 가열판 위에서 가열한다. 약 24시간 후에 teflon 용기의 뚜 

껑을 열고 가열해 산들을 완전히 증발시킨 후 HCI04 1ml 정도를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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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중 만들어 졌을지도 모르는 fluoride를 제거한다. 만약 표품이 다 녹 

지 않았을 경우는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표품이 다 용해된 후 1% 질산 

용액으로 약 5만배 정도 희석한 후 2%의 Cs을 첨가한다. 희석 용액의 K 

농도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원자흡광분석기 (AAS: atomic 

absorption sptectrometer, U nicam 989 modeD를 이 용하여 분석 하였다.K 

의 측정 오차는 표준물질의 K 농도를 측정한 결과 2% 이내였다. 한편 

K-Ar 연대 표준물질인 SORI93 흑운모(연대 추천치 92.6 + 0.6 Ma; Sudo 

et al., 1998)와 Bem4M 백운모(연대 추천치 18.5+0.6 Ma; Nagao et al., 

1996)를 분석한 결과는 각각 93.6+0.5 Ma, 19.8+0.4 Ma였다. 

3. 결과 

단층비지의 Rb-Sr 동위원소 분석결과는 표 4-1과 같고 K-Ar 분석결과 

는 표 4-2와 같다. 양산단층대， 동해안 단층대， 울산단층대로 나누어 Rb-Sr, 

K-Ar 연대측정 결과를 정리한다. 

가.양산단층대 

(1) 평해 지점 

0111PH-2 시료의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한 산추출 Rb-Sr 자 

료는 81.3 + 0.3 Ma(MSWD=0.005)의 isochron 연대와 0.74180+0.00005의 

87Srrsr 초기치를 나타낸다(그림 4-1). 후술할 다른 노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87Sr/86Sr 초기치는 단층대의 기반암이 선캠브리아기 편마암이라는 점과 

부합된다. 2-5 μm， 0.2-2 μm 입자 크기 부분의 전체적인 87Srrsr , 

87RbrSr비는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이 정의하는 직선의 위쪽에 점시 
된다. 입자 크기가 커지면서 맑Sr/86Sr비는 높아지고 87Rb/86Sr비는 낮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한편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한 K-Ar 연대는 

42.3+0.9 Ma이 다. 

0111PH-9 시료의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한 산추출 Rb-Sr 자 

료는 94.9 + 0.4 Ma(MSWD=0.057)의 isochron 연대와 0.73521 +0.00004의 
87Sr/86Sr 초기치를 나타낸다(그림 4-1). 역시 다른 노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87Sr/86Sr 초기치는 단층대의 기반암이 선캠브리아기 편마암이라는 점과 

부합된다. 2-5 μm， 0.2-2 μm 입자 크기 부분의 전체적인 87Srrsr , 

87RbrSr비는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이 정의하는 직선의 위쪽에 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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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단충버지의 Rb-Sr 동위원소 자료. 

시료명a Rb(pprn) Sr(pprn) 87Rb/86Sr 87Sr/86Srb 

평해 
0111PH-2 (1) 179 28.6 18.28 0.827144 (13) 
0111PH-2 (2) 229 27.0 24.81 0.819819 (19) 
이 11PH-2 (3) 210 17.8 34.33 0.781459 (23) 
0111PH-2 (3) L 17.8 10.9 4.746 0.747282 (34) 
0111PH-2 (3) R 153 5.50 81.72 0.836230 (33) 
이 11PH-9 (1) 184 29.5 18.25 0.811374 (37) 
0111PH-9 (2) 260 29.7 25.62 0.800135 (33) 
0111PH-9 (3) 223 33.3 19.44 0.761405 (1 9) 
0111PH-9 (3) L 15.5 22.3 2.019 0.737927 (30) 
0111PH-9 (3) R 194 9.61 59.12 0.814938 (27) 
자부터 
CYS-2C (1)* 162 223 2.106 0.708860 (13) 
CYS-2C (2)* 179 213 2.436 0.709000 (18) 
CYS-2C (3)* 203 231 2.541 0.709160 (1 9) 
CYS-2C (3)* 1M L 6.84 57.0 0.3469 0.706912 (1 9) 
CYS-2C (3)* 6M L 7.39 18.3 1.168 0.707814 (17) 
CYS-2C (3)* R 93.8 70.1 3.874 0.710480 (14) 
보경사 
0007BK-1 (1) 199 141 4.063 0.707894 (11) 
0007BK-1 (2) 265 130 5.897 0.708139 (1 0) 
0007BK-l (3) 319 121 7.645 0.708346 (1 2) 
0007BK-l (3) L 19.9 88.0 0.6552 0.706707 (1 1) 
0007BK-1 (3) R 274 24.5 32.36 0.714160 (13) 
유겨1 리 
0111YG-1(1) 126 88.1 4.140 0.710273 (36) 
0111YG-l (2) 141 81.7 4.994 0.710919 (13) 
0111 YG-1 (3) 178 70.5 7.289 0.711286 (11) 
0111 YG-1 (3) L 22.5 46.2 1.409 0.708814 (42) 
0111YG-1 (3)R 148 22.0 19.46 0.716407 (14) 
벽계 
0111CPK-4 (1) 165 140 3.411 0.709386 (13) 
0111CPK-4 (2) 167 136 3.563 0.709418 (13) 
0111CPK-4 (3) 156 106 4.253 0.709582 (1 7) 
0111CPK-4 (3) L 14.7 57.9 0.7335 0.708244 (33) 
0111CPK-4 (3) R 138 45.9 8.726 0.711315 (24) 
배내골 
CBN-l (1) 69.1 175 1. 142 0.707602 (15) 
CBN-1 (2) 38.5 163 0.6820 0.707438 (14) 
CBN-l (3) 18.2 138 0.3821 0.707136 (1 7) 
CBN-l (3) L 4.75 116 0.1188 0.706954 (15) 
CBN-1 (3) R 13.8 23 .4 1.703 0.708093 (1 5) 

- 138 -



표 4-1(계속) 

시료명a Rb(ppm) Sr(ppm) 87Rb/86Sr 7Sr/86Srb 

가천-1 

CGCl-2 (1) 41.6 103 1.171 0.707145 (1 1) 
CGCl-2 (2) 46.3 115 1.168 0.707191 (11) 
CGCl-2 (3) 13.9 75 .4 0.5330 0.706917 (14) 
CGCI-2 (3) L 2.45 57.4 0.1234 0.706789 (8) 
CGCI-2 (3) R 9.92 12.6 2.283 0.707603 (1 0) 
0111GC-6 (1) 189 122 4.495 0.708506 (25) 
0111GC-6 (2) 203 95 .4 6.170 0.709579 (29) 
0111GC-6 (3) 213 101 6.122 0.709617 (14) 
0111GC-6 (3) L 26.7 72.8 1.060 0.707257 (40) 
0111GC-6 (3) R 187 27.3 19.83 0.715922 (31) 
0112GC-l (1) 51.9 118 1.271 0.706999 (1 1) 
0112GC-l (2) 38.3 107 1.039 0.706987 (10) 
0112GC-l (3) 12.9 77.1 0.4834 0.706813 (1 2) 
0112GC-l (3) L 4.52 65 .4 0.1998 0.706735 (37) 
0112GC-l (3) R 8.10 9.80 2.389 0.707449 (33) 
조일 
Cll-l (1) 298 770 1. 118 0.708794 (11) 
Cll-l (2) 418 924 1.308 0.708930 (13) 
Cll-l (3) 435 360 3.500 0.709818 (10) 
Cll-l (3) L 61. 1 210 0.8407 0.708838 (17) 
Cll-1 (3) R 337 130 7.516 0.711326 (11) 
곡천리 

0205KOK77B (1) 102 156 1.889 0.709479 (13) 
0205KOK77B (2) 92 .2 126 2.123 0.709612 (13) 
0205KOK77B (3) 89.0 100 2.571 0.709671 (10) 
0205KOK77B (3) L 11.1 85.7 0.374 0.708947 (15) 
0205KOK77B (3) R 76.9 12.8 17.374 0.714534 (13) 

수렴단충 
CSU-4 (1)* 29.7 63.2 1.357 0.707567 (1 9) 
CSU-4 (1 *) 1M L 4.38 57.8 0.2192 0.707167 (1 5) 
CSU-4 (1)* R 23.7 3.01 22.80 0.715470 (14) 
CSU-4 (2)* 42.1 61.1 1.996 0.708651 (19) 
CSU-4 (2)* 1M L 7.06 52.6 0.3882 0.707184 (1 4) 
CSU-4 (2)* R 20.3 3.70 15.93 0.721199 (20) 
CSU-4 (3)* 73.9 62.5 3.422 0.711402 (21) 
CSU-4 (3)* 1M L 6.91 45.3 0.4421 0.707170 (1 7) 
CSU-4 (3)* R 53 .4 12.3 12.54 0.724111 (20) 
CSU-6 (1)* 44.1 63.3 2.015 0.708031 (12) 
CSU-6 (2)* 66.3 60.7 3.l 61 0.710308 (1 5) 
CSU-6 (3)* 103 61.6 4.860 0.713365 (21) 
CSU-6 (3)* 1M L 10.6 40.6 0.7583 0.707495 (1 7) 
CSU-6 (3)* R 77.9 16.4 13.75 0.725685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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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계속) 

시료명a Rb(pprn) Sr(pprn) 87Rb/86Sr 87Sr/86Srb 

오어사 
00070E-l (1) 262 130 5.850 0.706022 (11) 
00070E-l(2) 317 80.4 11 .41 0.706702 (12) 
00070E-l(3) 405 43.3 27.04 0.707519 (12) 
00070E-l(3) duplicate 412 43.8 27.23 0.707554 (12) 
00070E-l(3) lN L 87.9 31.4 8.093 0.706789 (1 0) 
00070E-l(3) lN R 267 9.91 77.97 0.709923 (54) 
왕산 

WS-2A (1) 93.9 115 2.352 0.706972 (1 2) 
WS-2A (2) 83.9 100 2.418 0.707168 (11) 
WS-2A (3) 65.8 90.3 2.107 0.706810 (11) 
WS-2A (3) L 9.57 70.6 0.3921 0.706468 (35) 
WS-2A (3) R 57.2 21.6 7.673 0.707916 (25) 
WS-2B (1) 101 97.5 3.001 0.707318 (1 2) 
WS-2B (2) 98.7 91.3 3.129 0.707392 (11) 
WS-2B (3) 81.9 85.2 2.779 0.706884 (1 2) 
WS-2B (3) L 10.0 67.7 0.4265 0.706438 (36) 
WS-2B (3) R 69.6 16.8 12.02 0.708653 (32) 
마동-1 

CMD-l(l) 49.7 94.2 1.528 0.710475 (11) 
CMD-l(2) 35.9 89.9 1.156 0.710472 (13) 
CMD-l(3) 30.2 78.1 1. 121 0.710576 (1 1) 
CMD-l(3) lN L 2.75 60.2 0.1320 0.710088 (1 1) 
CMD-l(3) lN R 25.8 12.8 5.822 0.712959 (14) 
CMD-2(1) 11.5 428 0.0781 0.707396 (12) 
CMD-2(2) 15.6 295 0.1532 0.707669 (12) 
CMD-2(3) 35.3 70.7 1.445 0.710270 (14) 
CMD-2(3) lN L 2.86 41.1 0.2013 0.710068 (11) 
CMD-2(3) lN R 30.3 23.2 3.780 0.710615 (1 3) 
마통-2 

0007MD2-2( 1) 8.56 136 0.1826 0.705942 (12) 
0007MD2-2(2) 7.78 121 0.1857 0.706142 (1 2) 
0007MD2-2(3) 8.54 97.9 0.2524 0.706446 (10) 
0007MD2-2(3) lN L 2.37 77.6 0.0884 0.706402 (1 2) 
0007MD2-2(3) lN R 5.62 14.6 1. 109 0.706739 (11) 
신계리 
0104SG-l (1) 20.5 93.9 0.6323 0.705815 (17) 
0104SG-l (2) 19.2 84.0 0.6626 0.705940 (1 7) 
0104SG-l (3) 10.4 56.3 0.5362 0.705927 (1 7) 
0104SG-l (3) L 2.01 44.3 0.1310 0.705818 (1 7) 
0104SG-l (3) R 8.31 11.4 2.106 0.7061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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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계속) 

시료명a Rb(ppm) Sr(ppm) 87Rb/86Sr 7Sr/86Srb 

장항리 

0007JH-l (1) 140 135 2.992 0.708287 (1 2) 
0007JH-l(2) 139 130 3.094 0.707894 (12) 
0007JH-l(3) 145 121 3.461 0.707469 (1 4) 
0007JH-l(3) lN L 14.6 104 0.4065 0.707226 (14) 
0007JH-l(3) lN R 116 10.1 33.20 0.709827 (13) 
감산사(패릉) 
CGN-l(l) 128 79.4 4.655 0.708625 (1 3) 
CGN-l(2) 97.5 72.8 3.872 0.708050 (1 4) 
CGN-l(3) 31.9 69.9 1.321 0.706681 (11) 
CGN-l(3) lN L 2.18 48.2 0.1310 0.706056 (12) 
CGN-l(3) lN R 27.5 17.1 4.646 0.708454 (14) 
CGN-2(1) 115 77.9 4.282 0.708422 (1 2) 
CGN-2(2) 82.5 72.9 3.276 0.707806 (1 2) 
CGN-2(3) 28.0 68.8 1.177 0.706728 (1 4) 
CGN-2(3) lN L 2.55 46.0 0.1606 0.706126 (1 1) 
CGN-2(3) lN R 22.7 17.0 3.865 0.708266 (11) 
CGN-4(I) 216 65.7 9.508 0.711990 (1 1) 
CGN-4(2) 116 60.9 5.485 0.709152 (13) 
CGN-4(3) 48 .4 60.5 2.313 0.707318 (10) 
CGN-4(3) lN L 2.93 42.0 0.2020 0.706185 (12) 
CGN-4(3) lN R 44.2 15.3 8.358 0.710505 (13) 
활성리 
0104HS-l (1) 59.6 74.5 2.315 0.706746 (1 7) 
0104HS-l (2) 38.7 79.5 1.407 0.706361 (14) 
0104HS-l (3) 20.1 89.7 0.6476 0.706120 (1 7) 
0104HS-l (3) L 11.3 65.2 0.5017 0.706062 (21) 
0104HS-l (3) R 8.59 23.6 1.052 0.706110 (1 2) 
말방리 
CMB-2 (1)* 115 123 2.709 0.714413 (14) 
CMB-2 (2)* 141 106 3.855 0.717396 (24) 
CMB-2 (3)* 169 91.8 5.335 0.718233 (23) 
CMB-2 (3)* 1M L 11.0 27 .4 1.163 0.706972 (1 4) 
CMB-2 (3)* R 117 46.3 7.339 0.723499 (27) 
개곡-1 

0006KG-l (l) 154 51.9 8.589 0.713756 (11) 
0006KG-l(2) 115 38.8 8.596 0.713105 (1 1) 
0006KG-l(3) 46.2 30.7 4.350 0.708560 (10) 
0006KG-l(3) lN L 2.44 22.3 0.3162 0.706252 (1 2) 
0006KG-l(3) lN R 37.8 5.55 19.71 0.717893 (14) 
0006KG-2(1 ) 48.0 17.9 7.748 0.710852 (1 4) 
0006KG-2(2) 57.9 15.7 10.65 0.712950 (11) 
0006KG-2(3) 44.4 36.0 3.567 0.708066 (1 1) 
0006KG-2(3) lN L 1.62 26.0 0.1809 0.706215 (1 1) 
0006KG-2(3) lN R 39.0 7.94 14.21 0.71424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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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계속) 

시료명a Rb(ppm) Sr(ppm) 87Rb/86Sr 7Sr/86Srb 

업실 
CIPIR-2 (1)* 63.6 150.0 1.2276 0.705728 (14) 
CIPIR-2 (2)* 60.4 154.2 1. 1335 0.705713 (15) 
CIPIR-2 (3)* 53 .4 13 1.9 1.1713 0.705650 (1 8) 
CIPIR-2 (3)* 1M L 2.56 73.1 0.1012 0.705176 (23) 
CIPIR-2 (3)* R 46.1 51.2 2.6079 0.706263 (1 8) 
CIPIR-ll (1)* 75.3 157 .1 1.3867 0.705736 (24) 
CIPIR-ll (1)* 1M L 2.76 52.0 0.1537 0.705192 (14) 
CIPIR-ll (1)* R 65.2 92.2 2.0458 0.706004 (11) 
CIPIR-11 (2)* 83.9 163.2 1.4876 0.705770 (1 5) 
CIPIR-ll (2)* 1M L 2.70 51 .4 0.1518 0.705197 (14) 
CIPIR-ll (2)* R 72.1 92.8 2.2473 0.706134 (11) 
CIPIR-ll (3)* 73.3 137.0 1.5485 0.705790 (22) 
CIPIR-ll (3)* 1M L 2.92 57.5 0.1468 0.705196 (21) 
CIPIR-ll (3)* R 55.6 62.1 2.5918 0.706255 (1 8) 
CIPIR-12A (1)* 91.3 254.1 1.0399 0.705476 (18) 
CIPIR-12A (2)* 84.6 223.7 1.0943 0.705586 (21) 
CIPIR-12A (3)* 67.3 163.7 1.1887 0.705622 (15) 
CIPIR-12A (3)* 1M L 2.86 70.3 0.1177 0.705267 (26) 
CIPIR-12A (3)* R 41. 1 57.8 2.0580 0.705924 (18) 
CIPRB-2 (1)* 66.3 194.6 0.9851 0.705560 (1 8) 
CIPRB-2 (2)* 61.6 188.6 0.9450 0.705580 (18) 
CIPRB-2 (3)* 58.8 142.1 1.1962 0.705544 (19) 
CIPRB-2 (3)* 1M L 3.24 73.1 0.1282 0.705210 (15) 
CIPRB-2 (3)* 6M L 3.02 13.1 0.6656 0.705377 (1 8) 
CIPRB-2 (3)* R 48.8 46.4 3.0428 0.706209 (12) 
CIPRB-5 (1)* 81.8 204.3 1.1576 0.705560 (24) 
CIPRB-5 (2)* 74.0 184.2 1.1623 0.705651 (24) 
CIPRB-5 (3)* 59.8 126.7 1.3642 0.705598 (1 7) 
CIPRB-5 (3)* 1M L 2.99 71.3 0.1212 0.705207 (21) 
CIPRB-5 (3)* R 37 .1 35.6 3.0106 0.706165 (30) 
CIPMA-l (1)* 81.9 206.9 1. 1446 0.705546 (1 5) 
CIPMA-l (2)* 69.9 188.1 1.0755 0.705659 (28) 
CIPMA-l (3)* 68 .4 161.0 1.2280 0.705670 (14) 
CIPMA-l (3)* 1M L 2.81 69.0 0.1177 0.705224 (22) 
CIPMA-l (3)* 6M L 4.53 19.8 0.6623 0.705434 (14) 
CIPMA-l (3)* R 53.6 56.7 2.7378 0.706255 (1 2) 
원원사 
CWW-l (1) 123 104 3.412 0.707354 (1 5) 
CWW-l(2) 186 90.4 5.935 0.709152 (13) 
CWW-1(3) 240 75.1 9.242 0.711413 (22) 

CWW-l(3) 1M L 4.72 45.1 0.3029 0.707476 (14) 

CWW-l(3)R 149 18.3 23.60 0.71789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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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계속) 

시료명a Rb(ppm) Sr(ppm) 87Rb/86Sr 87Sr/86Srb 

CWW-2(1) 98.9 94.0 3.045 0.707016 (1 5) 
CWW-2(2) 101 90.3 3.223 0.707208 (19) 

CWW-2(3) 118 79.1 4.319 0.707921 (22) 

CWW-2(3) 1M L 2.17 4 1.8 0.1503 0.707429 (1 7) 
CWW-2(3) R 69.3 22.1 9.065 0.708485 (24) 

CWW-3(l) 76.6 131 1.693 0.705977 (1 1) 

CWW-3(2) 166 129 3.737 0.707278 (1 2) 
CWW-3(3) 213 105 5.864 0.708592 (1 7) 

CWW -3(3) 1M L 5.41 56.7 0.2764 0.706306 (28) 

CWW-3(3)R 144 33.3 12.51 0.711260 (1 7) 

a. (1) 2-5 μm， (2) 0.2-2 μm， (3) < 0.2μm 

(1)* 2-5 μm， (2)* 1-2 μm， (3)* < 1 μm 

L, 1M L; lN HClleachate, 6M L; 6N HClleacjate, R; residue. 
Rb and Sr concentrations of leachates and residues are relative to the initial weight of samples. 

b. Errors in parenthesis refer to least significant digits and 土2cr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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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단충버지와 맥암의 K-Ar 연대. 

시료명 a K 36
Ar 4OAr rad1Ogenic 오차 연대 오차 Air 

(wt%) (1 0.JOccSTP/g) (1 0.8ccSTP/g) (Ma) (Ma) (%) 

i명해 
0111PH-2 (3) 2.04 71.5 339.1 1.65 42.3 0.9 38 .4 
0111PH-9 (3) 2.22 71.9 345.1 1.55 39.6 0.8 38.1 
자부터 
CYS-2C (1)* 2.00 22.2 461.7 0.09 59 1 12.5 
CYS-2C (2)* 2.17 26.3 49 1.0 0.09 57 1 13.7 
CYS-2C (3)* 2.35 34.1 587.9 0.07 63 1 14.6 
보경사 
0007BK-1 2.60 148.0 208.6 0.22 20.5 0.4 67.7 
유계리 
0111 YG-1 (3) 3.56 159.4 476.9 2.87 34.2 0.7 49.7 
0111YG-3 0.49 0.8 4 1.0 0.57 21.4 0.5 5.4 
벽계 
0111CPK-4 (3) 2.12 54.1 356.8 1.35 42.8 0.9 30.9 
배내골 
CBN-1 (3) 0.21 48 .3 53.6 0.14 64 1 72.7 
가천-1 

CGC1-2 (3) 0.11 21.7 16.0 0.09 36.0 0.7 80.1 
0111GC-6 (3) 3.23 103 .4 498.9 2.09 39.3 0.8 38.0 
0112GC-1 (3) 0.10 13.9 15.7 1.24 39 3 72 .3 
조일 
CJI-1 (3) 2.55 250.3 636.8 0.96 63 1 53.7 
곡천리 
0205KOK77A 0.64 28.2 10.8 0.24 11.3 0.4 53.1 
0205KOK77B 0.56 77.7 27.7 0.72 35 1 51.3 
수렴단충 
CSU-4 (1)* 0.65 5.3 52.1 0.06 20.6 0.4 23.2 
CSU-4 (2)* 0.77 7.0 157.6 0.07 52 1 11.6 
CSU-4 (3)* 0.92 20 .2 418.8 0.07 114 2 12.5 
CSU-6 (3)* 1.32 21.2 623.0 0.09 118 2 9.2 
오어사 
00070E-1 (3) 1.87 480 .4 44.2 2.11 6.1 0.3 97.0 
왕산 
WS-2A (3) 1.29 147.2 96.0 2.20 19.1 0.6 81.9 
WS-2B (3) 1.59 229 .4 115.7 3.46 18.6 0.7 85 .4 

마동-1 

CMD-1 (3) 0.28 35 .5 88.8 0.09 80 2 54.2 
CMD-2 (3) 0.30 45 .4 133 .3 0.1 8 110 2 50.1 
마동-2 

0007MD2-2 (3) 0.11 24.2 19.6 0 .1 0 48 I 78 .4 

신계 
0104SG-3 (3) 0.30 72.9 21.6 0 .1 4 18.2 0.4 90.9 
장항리 
0007JH-1 (3) 1.20 189.9 665 .3 0 .36 138 3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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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계속) 

시료명 a K 36
Ar 40Ar radi lOgemc 오차 연대 오차 Air 

(wt%) (lO-lOccSTP/훌) (1O-8ccSTP/웅) 1M원 (Ma) (%) 

감산사(패흥) 
CGN-l (3) 0.41 108.4 72.0 0.19 44.7 0.9 81.7 
CGN-2 (3) 0.35 45.6 64.2 0.11 46.5 0.9 67.7 
CGN-4 (3) 0.65 56.2 117.5 0.08 46.0 0.9 58.6 
활성리 
0104HS-l (3) 0.20 59.0 13.2 0.15 17.0 0.4 92.9 
말방리 
CMB-2 (1)* 3.00 217.5 1363.9 0.31 114 2 32.0 
CMB-’-깅’ 2.62 39.5 1702.7 0.24 160 3 6.4 

CMB-2 (3)* 2.24 22.2 1668 .2 1.00 183 3 3.8 
개곡-2 

CKG2-2 (3) 0.30 110.7 10.5 0 .1 2 9.0 0.2 96.9 
개곡-1 

0006KG-l (3) 0.3 1 92 .4 97.9 0.14 80 2 73.6 
0006KG-2 (3) 0.76 69 .4 134.3 0.12 45.0 0.9 60.4 
업설 
CIPIR-2 (3)* 1.22 8.4 178.0 0.14 37.3 0.7 12.2 
CIPIR-l1 (1)* 1.96 4.5 299.9 0.07 39.1 0.8 4.3 
CIPIR-ll (2)* 2.32 8.7 343 .3 0.07 37.8 0.7 7.0 
CIPIR-ll (3)* 1.79 6.6 268.6 0.05 38.3 0.8 6.7 
CIPIR-12A (1)* 2.52 12.1 442.7 0.08 44.8 0.9 7.5 
CIPIR-12A (2)* 2.41 11.3 364.5 0.07 38.6 0.8 8.4 

CIPIR-12A (3)* 1.65 10.3 241.5 0.06 37.4 0.7 11.2 
CIPRB-2 (3)* 1.21 9.8 175 .3 0.05 37.1 0.7 14.2 
CIPRB-5 (3)* 1.23 13.8 173.5 0.06 35.9 0.7 19.0 
CIPMA-l (3)* 1.57 14.0 234.0 0.06 38.1 0.8 15.0 
CIPMA-2 (3)* 0.51 12.9 73 .3 0.13 37.0 0.7 34.2 
CIPIR-8 0.37 11.6 2.3 0.03 1.62 0.04 93.7 
CIPIR-9 0.37 4.4 2.6 0.04 1.83 0.04 83.1 
CIPIR-9 duplicate 0.37 3.5 2.4 0.03 1.69 0.04 81.1 
원원사 
CWW-l (1)* 1.63 4.0 265.5 0.05 41.4 0.8 4.3 
CWW-l (2)* 2.32 8.3 386.5 0.08 42.3 0.8 6.0 
CWW-l (3)* 2.67 20.4 452.2 0.06 43.2 0.9 11.8 
CWW-2 (3)* 0.90 12.7 118.1 0.05 33.4 0.7 24.1 
CWW-3 (3)* 2.38 26.8 394.5 0.08 42.3 0.8 16.7 

a. (1) 2-5 μm， (2) 0.2-2 μm， (3) < 0.2μm 
(1)*2-5 따n， (2)* 1-2 μm， (3)* < 1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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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입자 크기가 커지면서 87srJ6Sr벼는 높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0.2 

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한 K-Ar 연대는 39.6+0.8 Ma이다. 

평해 지점의 단층비지에 대한 Rb-Sr, K-Ar 자료가 서로 크게 다른 점을 

해석하기 위하여 Ar-Ar 연대측정을 준비중에 있다. 

(2) 자부터 지점 

CYS-2C 시료의 1μm 이하 부분 1M HC1, 6M 산추출 자료는 71 +5 Ma 

에 해당되는 등시선 각도(MSWD=4.85)와 0.7066 + 0.0002의 앙SrJ6Sr 초기치 

를 보인다(그림 4-2). 2~5 μm， 1~2 μm 입자크기 부분의 동위원소 자료 

는 1μm 이하 부분과 유사하며 1μm 이하 부분 산추출 등시선 주위에서 분 

산된다. 그 두 자료를 같이 regression하면 71 +6 Ma의 연대가 계산된다. 

K-Ar 연대는 입자 크기별로 다소 차이가 나지만 대개 60 Ma 근처로서 

Rb-Sr 연대보다는 낮다. 한 시료 밖에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 K-Ar 자료의 Ar 10ss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적인 경향성과는 다르게 K-Ar 연대가 입자 크기가 제일 작은 부분에서 다 

소 더 오래되게 나오기 때문에 더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3) 보경사 지점 

oo07BK-1 시료의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한 산추출 Rb-Sr 자 

료는 16.5 + 0.1 Ma(MSWD=0.23)의 isochron 연대와 0.70655+0.00001의 

87Sr/86Sr 초기치를 나타낸다(그림 4-3). 2~5 μm， 0.2~2 μm 입자 크기 부 

분의 87srJ6Sr, 87Rb쟁Sr비는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이 정의하는 

isochron 부근에 놓여 열수변질작용 동안에 단층비지의 Rb-Sr 시스템이 전 

체 입자크기에 걸쳐 재평형되었음을 지시한다.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 

에 대한 K-Ar 연대는 20.5+0.4 Ma로서 과잉의 방사기원 Ar에 대한 가능성 

을 지시한다. 

(4) 유계리 지점 

0111YG-l 시료의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한 산추출 Rb-Sr 자 

료는 29.6 + 0.2 Ma(MSWD=O.006)의 isochron 연 대 와 0.70822+0.00003의 

87Srj86Sr 초기치를 나타낸다(그림 4-4 ), 2~5 μm， 0.2~2 μm 입자 크기 부 

분의 87Srj86Sr, 87RbJ6Sr비는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이 정의하는 

isochron 부근에 놓인다.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한 K-Ar 연대는 

34.2+0.7 Ma이다. 한편 단층대를 충진한 로몬타이트 맥(시료 0111YG-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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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 연대는 21.4+0.5 Ma로서 단층버지의 Rb-Sr, K-Ar 연대보다 젊어 단 

층운동 이후 파쇄대를 충진하였다는 지질학적 관계를 지지한다. 

(5) 벽계 지점 

0111CPK-4 시료의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한 산추출 Rb-Sr 

자료는 27.1 + 0.4 Ma(MSWD=0.98)의 isochron 연대와 0.70795 + 0.00003의 

87srf6Sr 초기치를 나타낸다(그림 4-5). 2-5 μm， 0.2-2 μm 입자 크기 부 

분의 87Sr쟁Sr， 87Rbf6Sr비는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이 정의하는 

isochron 부근에 놓인다.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한 K-Ar 연대는 

42.8+0.9 Ma로서 과잉의 방사기원 Ar에 대한 가능성을 지시한다. 

(6) 배내골 지점 

CBN-1 시료의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한 산추출 Rb-Sr 자료 

는 50.7+0.9 Ma(MSWD=0.58)의 isochron 연대와 0.70687+0.00001의 

87Sr/86Sr 초기치를 나타낸다(그림 4-6). 2-5 μm， 0.2-2 μm 입자 크기 부 

분의 잉Sr/86Sr， 87Rb/86Sr비는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이 정의하는 

isochron 부근에 놓인다.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한 K-Ar 연대는 

64+1 Ma로서 과잉의 방사기원 Ar에 대한 가능성을 지시한다. 

(7) 가천 1 지점 

CGCl-2 시료와 0111GC-6 시료의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한 

산추출 Rb-Sr 자료는 각각 27+ 11 Ma(MSWD=11.7), 32.5+0.3 

Ma(MSWD= 1.5)의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하는 errorchron 연대를 보여 32 

Ma 내외의 단층운동 시점을 지시한다(그림 4-7). 87Srf6Sr 초기치는 각각 

0.7067+0.0002, 0.70679+0.00003로 오차범위 내에서 서로 잘 일치한다.2-5 
μm， 0.2-2 μm 입자 크기 부분의 87Sr쟁Sr， 87Rbf6Sr비는 0.2μm 이하 업 

자 크기 부분이 정의하는 errorchron 부근에 놓인다.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한 K-Ar 연대는 각각 36.0+0.7 Ma, 39.3+0.8 Ma로서 과잉의 방 

사기원 Ar에 대한 가능성을 지시한다. 

교원대에서 2001년 12월 주관한 트렌치 지점 단층비지 시료(0112GC-1)의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한 산추출 Rb-Sr 자료는 23+1 

Ma(MSWD=0.74)의 isochron 연대와 0.70665 + 0.00001의 87Sr/86Sr 초기치를 

나타낸다(그림 4-7). 2-5 μm， 0.2-2 μm 입자 크기 부분의 87Sr쟁Sr， 

87Rb/86Sr비는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이 정의하는 isochron 부근에 놓인 

다.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한 K-Ar 연대는 39 =t 3 Ma로서 과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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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기원 Ar에 대한 가능성을 지시한다. 

(8) 조일 지점 

C]I-l 시료의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한 산추출 Rb-Sr 자료는 

26.3+0.3 Ma(MSWD=1.90)의 errorchron 연대와 0.70852+0.아002의 

87Sr.쩍Sr 초기치를 나타낸다(그림 4-8). 2-5 μm， 0.2-2 μm 입자 크기 

부분의 암Sr/없Sr， 87Rb/liiSr비는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이 정의하는 

errorchron 부근에 놓인다.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한 K-Ar 연대 

는 63+1 Ma로서 과잉의 방사기원 Ar에 대한 가능성을 지시한다. 

(9) 곡천리 지점 

0205KOK77B 시료의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한 산추출 Rb-Sr 

자료는 23.1 +0.1 Ma(MSWD=0.077)의 isochron 연대와 0.70，잃3+0.00001의 

87Sr/86Sr 초기치를 나타낸다(그림 4-9). 2-5 μm， 0.2-2 μm 업자 크기 부 

분의 87srf6Sr, 얽Rb/86Sr비는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이 정의하는 

isochron 부근에 놓인다.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한 K-Ar 연대는 

35+1 Ma로 과잉의 방사기원 Ar에 대한 가능성이 었다. 한편 단층대 충진 

불석맥(시료 0206KOK77 A)의 K-Ar 연대는 11.3 ::t 0.4 Ma로 단층비지의 연대 

에 비해 젊어 단층운동의 최소시점을 잘 정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동해안 단층대 

(1) 수렴단층 지점 

CSU-4, -6 시료의 1μm 이하 크기 부분 산추출 자료는 오차 범위 내에 

서 동일한 겉보기 연대를 보인다(그림 4-10; CSU -4; 99 + 6 Ma, 

MSWD=4.42, 잉Srf6Sr 초기 치 =0.7066+0.0005, CSU-6; 98+ 10 Ma, 

MSWD=15.4, 87Sr/86Sr 초기치二0.7065 :t 0.001 1). 또 CSU-4 시료는 입자 크기 

가 작아지면서 산추출물의 Rb-Sr 등시선 각도가 커지는 경향성을 잘 보인다 

(2-5 μ m; 25.9+0.2 Ma, MSWD=0.577, 87Sr/86Sr 초 기 치 =0.70708 + 0.00003, 

1-2 μ m; 63.5+0.4 Ma, MSWD=0.493, 87Sr/86Sr 초 기 치 =0.70684 +0.00003, 1 

μm 이하 99+6 Ma, MSWD=4.42, 87Srf6Sr 초기치 =0.7066+0.0005). K-Ar 

자료도 Rb-Sr 자료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며 입자 크기가 커지면서 겉보기 

연대가 젊어진다. 이는 입자 크기가 작아지면서 동위원소계의 재평형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열적 사건에 더 민감하고 Ar loss도 더 잘 일어나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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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경향과는 정 반대라는 점과 수렴 단층 지역의 모암이 제3기로 추정된 

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수렴 단층의 단층비지에 대한 Rb-Sr 자료는 연대 

의 의미가 없는 nuxmg pseudochron을 정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확 

인하기 위하여 CSU-4 시료에 대해 Ar-Ar 연대측정이 준비중이다. 

다.울산단층대 

(1) 오어사 지점 

oo070E-1 시료의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한 산추출 Rb-Sr 자 

료는 3.2 + 1.7 Ma(MSWD=71.1)의 errorchron 연대와 0.7064 +0.0011의 

87Sr/86Sr 초기치를 나타낸다(그림 4-11).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 

한 반복적인 분석결과는 87RbrSr비의 재현성은 0.7% 이하， 87Sr/86Sr비의 재 

현성은 50ppm 이하로 계산된다. 시료의 불균질성을 고려할 때 이 오차는 연 

대 계산에서 주어진 0.5%, 30ppm의 오차에 비해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 

다.2-5 μm， 0.2-2 μm 입자 크기 부분의 전체적인 87Srrsr , 87RbrSr비 

는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이 정의하는 직션의 아래쪽에 점시된다. 입자 

크기 별 3 시료의 전체적인 동위원소 조성은 좁은 범위에서 변하며 입자 크 

기가 커지면서 원Sr/86Sr， 원RbrSr비가 작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한편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한 K-Ar 연대는 6.1 +0.3 Ma로서 Rb-Sr 

연대에 비해 다소 오래 되어 과잉의 방사기원 Ar 존재를 의심케 한다. 

(2) 왕산 지점(한수원， 2003) 

WS-2A 단층비지의 0.2μm 이하 부분 전체와 1N 염산 추출물， 잔류물의 

Rb-Sr 동위 원소비 는 14.0+0.3 Ma(MSWD=0.006, 원Sr/86Sr 초기 치 =0.70639+ 

0.00002)의 isochron 연대를 정의한다(그림 4-12). WS-2B 단층비지의 0.2μ 

m 이하 부분 전체와 1N 염산 추출물， 잔류물의 Rb-Sr 동위원소비는 

WS-2A 시료와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하는 13.5 + 0.3 Ma(MSWD=0.06, 

87Sr/86Sr 초기치 =0.70635+0.00002)의 isochron 연대를 정의한다(그림 4-12). 

이 연대들은 조규환 외 (2001)의 왕산단층 단층비지에 대한 K-Ar 연대 (14.8 

+ 1.3 Ma)와 오차범위 내에서 잘 일치하여 왕산단층의 운동 시작시점을 잘 

지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WS-2A, -2B 시료의 0.2μm 이하 부분에 대한 K-Ar 연대는 각각 19.1 

+ 0.6 Ma, 18.6 + 0.7 Ma로서 Rb-Sr 자료와 일치하지 않아 과잉의 방사기원 

Ar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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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동-1 지점 

CMD-1 시료의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한 산추출 Rb-Sr 자료 
는 35.6 + 0.4 Ma(MSWD=0.584)의 연대와 0.71002+0.00002의 앙Sr/86Sr 초기 

치를 나타낸다(그림 4-13). 한편 2-5 μm， 0.2-2 μm 입자 크기 부분의 전 

체적인 87Sr/86Sr, 87Rbf6Sr비는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이 정의하는 직 

선의 아래쪽에 점시된다. CMD-1 시료의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 

한 K-Ar 연대는 80+2 Ma로서 Rb-Sr 연대에 비해 특정적으로 오래 되고 

단층대 모암언 화강암의 연대(약 50 Ma; Kim and Kim, 1997)보다도 오래되 
어 과잉의 방사기원 Ar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료에 대해서는 Ar-Ar 

연대측정이 준비중이다. 

CMD-2 시료의 0.2μm 이하 업자 크기 부분에 대한 산추출 Rb-Sr 자료 
는 10.7+0.6 Ma(MSWD=0.8)의 연대와 0.71004 +0.00002의 원Sr/86Sr 초기치 
를 나타낸다(그림 4-13). 한편 2-5 μm， 0.2-2 μm 입자 크기 부분의 전체 

적인 87 Srf6Sr, 87Rb쟁Sr비는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이 정의하는 직션 

의 훨씬 아래쪽에 점시된다. CMD-2 시료의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한 K-Ar 연대는 110+2 Ma로서 CMD-1 시료와 마찬가지로 Rb-Sr 연대 
에 비해 특징적으로 오래 되어 과잉의 방사기원 Ar 존재를 지시한다. 

(4) 마동 2 지점 

0007MD2-2 시료의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한 산추출 Rb-Sr 
자료는 24 + 4 Ma(MSWD=0.133)의 연대와 0.70637+0.00004의 87srf6Sr 초기 

치를 나타낸다(그림 4-14). 한편 2-5 μm， 0.2-2 μm 입자 크기 부분의 전 

체적인 87 Sr/86Sr, 87Rb/86Sr비는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이 정의하는 직 

선의 훨씬 아래쪽에 점시된다.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한 K-Ar 연 

대는 48+1 Ma로서 Rb-Sr 연대에 비해 오래 되어 과잉의 방사기원 Ar 존 

재를 의섬할 수 있다. 

(5) 신계 지점 

0104SG-3 단층비지 시료의 Rb-Sr 자료는 산추출 실험 결과에서나 입자 
크기별로 변화를 보이지 않아 등시선을 정의하지 않는다. 0.2μm 이하 업자 

크기 부분에 대한 K-Ar 연대는 18.2+0.4 Ma이다. 

(6) 장항리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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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장항리 지점 단층비지 시료의 Rb-Sr 등시선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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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7]H-1 시료의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한 산추출 Rb-Sr 자 

료는 5.58 + 0.06 Ma(MSWD=0.0028)의 연대와 0.70719+0.00002의 87Sr/ lI:iSr 

초기치를 나타낸다(그림 4-15). 한편 2-5 μm， 0.2-2 μm 입자 크기 부분 

의 전체적인 87Srrsr, 87Rb/86Sr비는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이 정의하 

는 직선의 위쪽에 점시된다.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한 K-Ar 연대 

는 138 ::t 3 Ma로서 Rb-Sr 연대에 비해 훨씬 오래 되어 과잉의 방사기원 Ar 

존재를 특히 의심할 수 있다. 이 시료에 대해서는 Ar-Ar 연대측정이 준비중 

이다. 

(7) 감산사(패릉) 지 점 

CGN-1, -2, -4 세 시료의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한 산추출 

Rb-Sr 자료는 각각 37.4 + 1.0 Ma(MSWD=O.06 업SrrSr 초기치 =0.70598+ 

0.00004) , 40.6+ 1.2 Ma(MSWD=0.299, 87Sr/86Sr 초기 치 =0.70604 +0.00004) , 

37.3+0.6 Ma(MSWD=0.284, 원SrrSr 초기 치 =0.70608 + 0.00004)의 오차범 위 

내에서 거의 일치하는 연대를 나타낸다(그림 4-16). 

CGN-1 , -2, -4 시료의 모든 입자 크기 자료와 산 추출물， 잔류물 자료를 

함께 점시하면 41 +3 Ma(MSWD=37.2, 87SrrSr 초기치 =0.7060+0.0001)의 

Rb-Sr errorchron 연대가 구해진다(그림 4-16). 이로 볼 때 약 40 Ma 내외 

에 단층 운동에 이은 열수변질에 의해 단층 비지의 Sr 동위원소비 초기치가 

5μm 이하의 입자 크기에서 거의 완전히 균질화 되었다고 판단된다. 

CGN-1 , -2, -4 시료의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한 K-Ar 연대는 

각각 44.7+0.9 Ma, 46.5+0.9 Ma, 46.0+0.9 Ma로서 거의 일정한 부분의 

excess Ar을 가졌을 가능성 이 높다. 

(8) 활성리 지점 

0104HS-1 단층비지 시료의 Rb-Sr 자료는 산추출 실험 결과에서나 입자 

크기별로 변화를 보이지 않아 등시선을 정의하지 않는다.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한 K-Ar 연대는 17.0+0.4 Ma이다. 

(9) 말방리 지점 
CMB-2 시료의 1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한 산추출 Rb-Sr 자료는 

직선을 비교적 잘 정의하여 189+15 Ma의 겉보기 연대 (MSWD=3.34)와 

0.7039+0.0010의 87Sr/86Sr 초기치를 나타낸다(그림 4-17). 이 연대는 같은 시 

료에 대한 K-Ar 연대 자료(183+3 Ma)와 오차 범위 내에서 잘 일치한다. 

한편 2-5 μm， 1-2 μm 입자 크기 부분의 전체적 인 87Sr/86Sr, 87Rb/86Sr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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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감산사(패릉) 지점 단층비지 시료의 Rb-Sr 등시선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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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말방 지점 단층비지 시료의 Rb-Sr 등시선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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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μm 이하 업자 크기 부분이 정의하는 직선의 위쪽에 점시된다. 입자크 

기 별 3 시료의 전체적인 동위원소 조성은 좁은 범위에서 변하며 입자 크기 
가 커지면서 87srJl6Sr, 87Rbj86Sr비가 작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입자크기 
별 3 시료의 전체 동위원소 조성이 이루는 직선의 각도는 1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의 산추출 자료가 정의하는 직선보다 오히려 작아 연대로 해석할 

경우 대략 100 Ma 정도에 해당된다(그림 4-17). 한편 K-Ar 자료는 업자크 

기가 작아지면서 오래된 연령을 나타낸다(2-5 μm; 114+2 Ma, 1-2 μm; 

160+3 Ma, 1μm 이하 183+3 Ma). 이 시료에 대해서는 입자크기 별로 

Ar-Ar 연대측정이 준비중이다. 

(10) 개곡-2 지점 

CKG2-2 시료의 0.2μm 이하 업자 크기 부분에 대한 K-Ar 연대는 9.0+ 

0.2 Ma이다. 

(11) 개곡-1 지 점 

0006KG-1, -2 시료의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한 산추출 Rb-Sr 

자료는 각각 42+6 Ma(MSWD=47.4, 87Sr/86Sr 초기치 =0.7060+0.0009) ， 40+6 

Ma(MSWD=32.3, 87 Sr/86Sr 초기치 =0.7060 + 0.0007)의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 

하는 연대를 나타낸다(그림 4-18). 0006KG-1 , -2 시료의 0.2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한 K-Ar 연대는 각각 80+2 Ma, 45.0+0.9 Ma로서 excess 

Ar의 존재를 지시한다고 판단된다. 0006KG-1 시료에 대해 Ar-Ar 연대측정 

이 준비중이다. 

(12) 입실 지점 
IR 노두의 3 시료는 잘 정의되는 Rb-Sr 산추출 연대를 보인다(그림 

4-19). CIPIR-2 시료의 1μm 이하 부분 1M HCl 산추출 자료는 30.5+ 1.4 

Ma에 해당되는 등시선 각도(MSWD=0.209)와 0.70514 +0.00003의 87Srj86Sr 

초기치를 보인다.2-5 μm， 1-2 μm 입자크기 부분의 동위원소 자료는 1 

μm 이하 부분과 유사하며 1 μm 이하 부분 산추출 등시선 바로 위쪽에 점 

시된다. 만약 2-5 μm， 1-2 μm 입자크기 부분의 자료를 같이 계산하면 

30+6 Ma가 계산된다. CIPIR-11 시료는 3 입자 크기의 시료에서 모두 오차 

범위 내에서 동일한 산추출 연대를 보인다(2-5 μm; 30.3 + 1.8 Ma, 
MSWrD=0.452, 87Sr/86Sr 초기치 =0.70513+0.00004， 1-2 μm; 31.3 + 1.6 Ma, 

MSWD=1.22, 87Srj86Sr 초기치 =0.70512 + 0.00004, 1μm 이하 30.5 + 1.4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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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개곡-1 지점 단층비지 시료의 Rb-Sr 등시선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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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입실 지점 단층비지 시료의 Rb-Sr 등시선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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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WD=0.364, 87Srf6Sr 초기치 =0.70513 + 0.00003). 또 전체 부분의 자료도 산 

추출 자료의 등시선 위에 잘 놓여 업자크기별 3 자료와 1μm 이하 부분의 

산 추출 자료로 계산해도 30.4+ 1.4 Ma의 연대가 계산된다. CIPIR-2, -11 자 

료로 볼 때 모암이 형성된 이후 30 Ma 근처에서 단층비지의 Rb-Sr 시스템 

을 거의 완전히 재평형시킬 수 있었던 정도의 고기 단층 운동과 잇따른 열 

수변질작용이 일어났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CIPIR-12A 시료는 23.8+ 1.8 Ma 

에 해당되는 등시선 각도(MSWD=0.124)와 0.70523 + 0.00003의 87Sr쟁Sr 초기 

치를 보언다. 그 시료의 1-2 μm 입자크기 부분 자료는 등시선 위에 놓이 

지만 2-5 μm 입자크기 부분의 자료는 등시선 아래쪽에 찍힌다.23 Ma 내 

외의 시기는 RB 노두의 두 시료에서도 인지된다(CIPRB-2; 24.3+ 1.1 Ma, 

MSWD=1.10, 엄Srf6Sr 초 기 치 =0.70515 + 0.00003, CIPRB-5; 23.4 + 1.2 Ma, 

MSWD=0.945, 87Sr/86Sr 초기치 =0.70516 + 0.00003). 특히 CIPRB-2 시료에 대 

해서는 1M HCl과 함께 6M HCl 도 산추출 실험에 같이 적용하였으며 6M 

HCl 추출물은 등시선 위에 잘 점시되었다. CIPRB-5 시료는 CIPIR-12A 시 

료의 연장된 부분으로서 두 시료가 같은 연대와 Sr 동위원소비 초기치를 나 

타낸다. CIPMA-1 시료의 1M HCl, 6M HCl 산 추출 자료는 27.8+ 1.3 Ma에 

해당되는 등시선 각도(MSWD=0.149)와 0.70518 ::t 0.00003의 87Sr쟁Sr 초기치 

를 보인다. 그 시료의 2-5 μm， 1-2 μm 입자크기 부분의 동위원소 자료 

는 등시선 밖에 분산된다. 

위에서 정리한 입실 단층 지역 단층비지의 Rb-Sr 동위원소 자료는 1)같 

은 노두에서 각각 약 30 Ma, 23 Ma, 28 Ma의 재현성있는 연대를 보인다는 

점， 2)동위원소비 초기치가 모암인 경주지역 화강암의 값(0.70486+0.00001; 

Kim and Kim, 1997)과 유사하다는 점， 3)다른 노두라고 해도 같은 연장의 

단층비지 (CIPIR-12A와 CIPRB-5)는 같은 연대를 보인다는 점 등으로 판단 

할 때 mlxmg pseudochron이 아닌 isochron을 정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약 50 Ma(Kim and Kim, 1997; 최 위 찬 외 , 1998)에 입 실 지 역 의 모암인 안 

산암과 불국사 화강암이 생성된 후 대략 30 Ma, 28 Ma, 23 Ma에 단층운동 

및 그에 수반된 열수변질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μm 이하 크기 부분의 K-Ar 자료는 일관되게 36-39 Ma 근처로 

계산되는데 이는 아마도 excess Ar의 영향 때문으로 생각된다. 산추출물의 

Rb-Sr 연대가 달리 계산되는 단층비지 시료의 경우에도 K-Ar 연대는 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CIPIR-11 시료에 대해서 입자 

크기 별로 Ar-Ar 연대측정이 진행중이다. 

입실 단층대에서 산출되는 불석맥(시료 CIPIR-8, -9)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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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ke를 이용해서 구한 K-Ar 연대 측정값은 1.62 - 1.83 Ma의 범위를 나 

타낸다. 이 연대는 입실 단층대의 단층비지에 대한 최위찬 외 (1998)의 

ESR 연대 (1130 + 100 - 1940 + 320 ka)와 유사하여 단층 활동이 일어난 

후 거의 연속적으로 열수변질작용이 일어나 이미 형성되어 있던 파쇄대 

가 불석맥으로 충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 Ma 이내 젊은 K-Ar 

연대 자료의 재현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질량차별지수， 감도의 변화， 

spike 양 정량의 문제， 시료의 불균질성 등을 들 수 있다. 같은 양의 공 

기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하였을 때 40Arl6Ar의 질량차별효과의 변화는 
미미하였으나 공급되는 gas의 양이 다를 때는 질량차별지수와 

sensitivity 가 변화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이 러 한 변화는 실제 구한 연대 

값에서 약 0.1 - 0.3 Ma의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이는 입실 단층대의 

불석의 연대 측정 범위와도 일치한다. 기존의 장비가 spike를 이용한 동 

위원소 희석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38Ar의 기억효과가 인 

지된다. 질량분별 보정방법을 이용하여 표준 시료를 분석한 결과 표준 시 

료가 제시하는 값과 다르고 일정하지 않은 연대가 얻어진다. 이러한 불일 

치는 먼저 38Ar의 memory effect, 공급되는 Ar gas 양의 변화에 따르는 

sensitivity와 질량차별지수의 변화 때문이다. 이외에 blank 값이 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점도 미약하게나마 영향을 끼쳤으리 

라 여겨진다. 이러한 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양의 표준 공기 

를 이용하여 전 측정 범위에서 질량차별지수를 구하고 sensitivity의 비선 

형성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측정은 통계학적인 의미를 가질 만 

큼 여러번에 걸쳐 반복 실험되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시스템 
은 38Ar을 이용하는 동위원소 희석법을 같이 수행하여야 하므로 질량분 

별 보정방법을 이용하기 보다는 현재 공기의 Ar의 동위원소 비율을 초기 

동위원소 비율로 가정하는 계산 방법(피크직비교법) 이 좀더 나으리라 여 

겨진다. 

(13) 원원사 지점 

CWW-1 , -3 시료의 1μm 이하 크기 부분 산추출 자료는 오차 범위 내 

에서 동일한 연대를 보인다(그림 4-20; CWW- l; 32+3 Ma, MSWD=5.18, 

87Sr/86Sr 초 기 치 =0.7073+0.0005, CWW-3; 28.5+0.3 Ma, MSWD=0.929, 

87Sr/86Sr 초기치 =0.70620 ::t 0.00003). 그 연대는 2 시료에서 얻어졌고 입실 지 

역의 30 Ma 내외 Rb-Sr 연대와도 잘 일치하여 울산 단층대 전반에 걸쳐 30 

Ma의 단층활동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사공희 외(1998)은 양산단층계의 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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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원원사 지점 단층비지 시료의 Rb-Sr 등시선 그림. 

- 166 -



리 지점에서도 입실 및 원원사 지점과 유사한 연대 (32.0+2.5 Ma)를 보고한 

바 있다. CY\매T-2 시료의 1M HCl 산추출 자료는 8.3+0.4 Ma에 해당되는 

등시선 각도(MSWD=0.0069)와 0.70741 +0.00003의 87srJ36Sr 초기치를 보언 

다. CWW-1 , -2, -3 시료의 입자크기별 자료를 모두 점시하면 그림 4-20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다소 분산되지만(MSWD=80.8) 원원사 지점의 모암언 경 

주 지 역 화강암(49.68+0.1 Ma, 앙Sr빽Sr 초기치 =0.70486+0.00001; Kim and 

Kim , 1997)과 비교해서 오차 범위 내에서 잘 일치하는 연대 (50+5 Ma)와 

87srJ36Sr 초기치(0.7048+0.0003)가 얻어진다. 즉 50 Ma에 원원사 지점의 모 

암인 화강암이 만들어지고 30 Ma 및 8 Ma 근처에 단층 활동과 열수변질작 

용이 있었지만 단층비지의 전체적인 Rb-Sr 시스템은 교란받지 않았다. 입실 

지점에서와는 달리 원원사 지점에서 단층운동 때 단층비지의 전체적인 

Rb-Sr 시스템이 교란받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단층운동 및 열수변질작용 

이 일어났을 때의 온도 차이 때문일 것이다. 약 30 Ma의 단층운동 및 열수 

변질작용 때 입실 지점에서는 부분적으로 전체적인 Rb-Sr 시스템의 재평형 

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온도가 가해졌지만 원원사 지점의 경우 단층비지의 1 

μm 이하 크기 부분만 동위원소적 재평형이 일어날 정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가 가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단층운동의 깊이가 원원사 지점에서 

상대적으로 얄았을 것이다. 

입실 지점과 마찬가지로 단층버지의 K-Ar 자료는 전반적으로 Rb-Sr 자 

료보다 오래되어 excess Ar의 존재를 의심하게 한다. 그러나 Rb-Sr 자료가 

상대적으로 오래되게 계산되는 CWW-1 , -3 시료의 경우 K-Ar 연대도 42 

Ma 내외로 CY\미?íl-2 시료(33 Ma 내외)보다 오래되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단 

층운동 때 부분적인 excess Ar loss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업자 

크기가 작아지면서 겉보기 K-Ar 연대가 커지는 말방 지점과 달리 원원사 

지점의 K-Ar 자료는 CWW-1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입자 크기별로 다르 

게 나오지 않는다. 

제 2 절 U 계열 비평형 연대측정 

단층 파쇄대 충진 탄산염암 맥은 보경사， 가천-1， 장항리， 입실 지점에서 

채취되었으나 보경사， 가천-1 지점의 경우 U의 농도가 2 ppb 이하로서 분석 

이 어렵고 가천-1 지점의 경우 Th 농도가 U 농도와 유사한 수준이라서 분 

석의 의미가 없다. 따라서 장항리， 입실 지점의 시료에 대해서만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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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38U, 2꽁U， 232Th은 복잡한 붕괴 계 열을 거 쳐 각각 안정 한 납 동위 원소인 
206pb, 2mPb, 208Pb가 되는데 붕괴계열에 있는 딸핵종들에 비해서 모핵종의 반 
감기가 훨씬 길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핵종과 딸핵종의 붕괴율이 

같아지는 시차평형 (secular equilibrium)에 도달한다. 암석의 용융， 광물의 침 

전 등의 지질학적 과정 동안에 시차평형에 있는 모핵종과 딸핵종 사이에 화 

학적 분별(fractionation) 이 일어나게 되면 시차평형 상태에서 비평형 상태가 

되게 되며 이러한 비평형 상태가 다시 평형에 도달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 

이 U 계열 비평형 연대측정이다. 단층 파쇄대를 충진한 탄산염암의 연대는 

단층운동의 최소시기를 지시할 것이다. 

U 계열 비평형 연대측정은 그 원리에 따라 최초 시스템에 딸핵종이 없었 

다고 가정하는 딸핵종결핍법 (daughter-deficiency method)과 최초 시스템에 

과잉 존재하는 딸핵종의 붕괴를 이용하는 딸핵종과잉법( daughter-excess 

method)으로 나눌 수 있다(Ivanovich et aL. 1992). 전자의 대표적인 방법이 
잃OTlν2싫U， 231pa/짧U법 이 고 후자의 예 는 섬 해 저 퇴 적 물에 대 한 230Th_

, 
231pa_ 법 등 이 다. 

U은 Eh값이 높은 산화상태에서 탄산염 인산염이나 황산염 이온의 형태 

로 수용액에 수 ppm 단위까지 존재할 수 었다. 탄산염암이 침전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하수에 잘 녹지 않는 Th보다는 U이 선택적으로 농집된다. 따 

라서 탄산염암은 230Th/234U법이나 정lpa/23SU법과 같은 딸핵종결핍법이 성공 
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물질이다. 2 방법 중 더 흔하게 적용되는 230Tκ'234U 
법의 모핵종인 2잃U의 반감기는 2.48 X 105y이고 딸핵종인 230Th의 반감기는 

7.52 X 104y이 다(Ivanovich， 1992의 Table 1.2). 정OTh과 234U의 붕괴 율， 즉 방 
사능은 시 스 템 내 에 2301、h의 수가 가장 많아지 는 T max = (ln /l 230 - ln /l 234) / 

( /l 230 - /l 234) = 185，828년 ( /l 230과 /l 2없는 각각 230Th. 234U의 붕괴 상수) 이 후 

같아지기 시작하여 시차평형에 접근하며 분석 오차를 감안할 때 가능한 연 

대측정 범위는 약 35만년 정도이다. 최초 시스템의 230Tκ234U 二 O이라고 가 

정하면 폐쇄계를 유지하였을 경우 일정 시간 t가 지난 후 시스템의 
230Th/234U 방사능비는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된다(Ivanovich et al.,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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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30，000년까지는 230Th!짧U비의 변화가 2잃U!짧U비와 별 관계를 보이지 

않아서 230Tν234U = 1 -e À 230t로 보아도 된다. 

230Th/234U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초기 시스템에 있을 수 있는 쇄설성 
(detrital) 230Th이다. 탄산염암에 있는 쇄설성 230Th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보정하지 않으면 실제 연대에 비해 오래된 겉보기 연령이 나올 수 있으며 

최근 제시된 대표적인 쇄설성 2301、h 보정방법으로 시료를 다 녹이는 등시선 

방법 (TSD; total sample dissolution; Bischoff and Fitzpatrick, 1991; Luo 

and Ku, 1991)을 들 수 있다. 
질량분석기에 의한 잃OTh/2싫U 동위원소희석법 연대측정은 고전적인 자연 

방사능 측정시스템(α spectrometη)에 의한 방법보다 일반적으로 자료의 정 

밀도가 우수하지만(Edward et al., 1987) 자연방사능측정법과 마찬가지로 U, 

Th의 분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자연방사능측정법에서 스펙트럼 

의 간섭 현상 때문에 요구하는 U과 Th 사이의 화학적 분리는 질량분석법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2. 실험방법 

가. 사료 전처리 

230Th과 232Th은 자연계에서 함께 거동한다고 보아도 되므로 쇄설성 2301、h
의 보정에는 232Th을 이용한다. 시료에 있는 자생적인 (authigenic) 부분의 연 

대를 구하기 위하여 약한 산(대개 2M 질산)으로 자생적인 부분만 용해될 수 

있도록 추출하여 추출물과 남아있는 잔류물의 U, Th 동위원소비 관계를 이 

용하거나(L!R method; Ku et al., 1979), 같이 생성된 부분의 산 추출물들을 

이용하는 방법 (L!L method; Schwarcz and Latham, 1989) 이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탄산염암은 약산으로 녹인다고 해도 잔류물이 별로 남지 

않으며 L!R 법이나 Lι법에서 시료에 산을 가했을 때 동위원소들이 각각 서 
로 다른 비 율로 녹아 나올 가능성 (DIF; differential isotopic fractionation)은 

실험실에서 조절하여 반복적으로 재현하기 매우 어렵다(Schwarcz and 

Latham, 1989; Kaufman, 1993). Bischoff and Fitzpatrick(1991) , Luo and 

Ku (1991) 등은 이 러 한 문제 점 들이 TSD( total sample dissolution)법 에 의 해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번 실험에서도 시료를 완전히 녹이는 

TSD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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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약 19을 50ml 원섬분리기 튜브에 넣고 초순수 10ml로 시료를 적선 
다음 진한 염산(12N)을 첨가하면서 탄산염을 산 분해한다. 진한 염산 10ml 
정도를 첨가하여 염산 용액이 6N 정도 되면 물 중탕기 (water bath)에서 6시 

간 정도 반응을 계속시킨다. 반응이 끝난 후 원심분리 (2500 rpm 15분)하여 

상등액을 50ml 플라스닥 병에 보관하고 초순수 20ml를 원심분리기 튜브에 
넣고 잔류 Ca을 씻은 다음 다시 원섬분리하여 상등액을 앞의 병에 합친다. 

원심분리기 튜브에 남은 고형물을 테플론 가압 산분해 용기로 옮기고 혼합 

산(불산: 과염소산 =4:1) 2ml로 12시간 동안 용해시킨다. 잔류산을 증발시킨 

후 1N 염산 용액으로 용출하여 앞의 플라스틱 병에 합쳐 총 용액을 평량한 
다. 이 용액 중 2ml를 취해 5배 희석하여 Th 및 U 농도 및 232T1ν짧U 비율 
측정에 사용하고 나머지 용액은 껑OTh과 234U을 농축하기 위하여 아래 과정 
과 같이 처리하였다. 

U 계열 비평형 연대측정을 위한 핵종의 화학적 분리는 일반적으로 공침， 

이온교환수지， 액상-액상 분리법 등을 이용한다(Lally， 1992). 이번 실험에서 
는 공침과 이온교환수지법을 함께 적용하여 U과 Th을 단체분리하였다. 

먼저 Fe 공침을 위해 1000ppm Fe 표준용액 2ml를 각 시료에 넣고 암모 
니아로 pH 8.5-9 사이로 조절하여 Fe(OHh 침전물을 만들었다. 원심분리하 
여 상등액을 버리고 초순수 10ml로 잔류물을 씻은 다음 다시 원섬분리하여 

상등액을 버렸다. 진한 질산 2-3ml로 Fe 침전물을 용해하고 (이 때 시료에 
따라서는 용해가 잘 안되므로 물중탕이 필요하다) 초순수로 20ml 정도 맞춘 
다음 암모니아로 다시 Fe(OHh 침전물을 만들었다.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버리고 8M 질산용액 7-8ml로 침전물을 용해시켰다. 2번의 Fe 공침으로 염 
소 이온을 거의 제거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Th과 U을 회수할 수 있었다. 

AG1-X8000-200 mesh) 음이온 교환수지 4ml를 플라스틱 컬럼 (8mm x 
200mm)에 충진하고 8M 질산용액 12ml를 통과시켜 수지를 질산염 형태로 

만들었다. 여기에 시료를 통과시키고 8M 질산 8ml로 잔류물을 씻어낸 다음 
1N 염산 12ml와 9M 염산 12ml로 Th과 U을 추출하여 테플론 바이알(vial， 

30ml)에 받았다. 이를 가열판에서 증발 건조시키고 진한 질산 2-3 방울로 잔 
류 유기물을 분해시킨 다음 1N 질산 2ml로 Th과 U을 용해시켰다. 이 과정 
을 통해 Th 80% , U 70% 정도를 회수할 수 있었다. 시료 용해와 칼럼화학 
과정 의 총 바닥값은 234U 0.007pg, 238U 0.077ng, 230Th 0‘O1pg, 232Th 0.67ng 

수준이었다. 

나. 기기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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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의 U, Th 함량은 사중극자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 

(Quadrupole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 VG PQ3 

model)로 측정되었다. 동위원소Bl 측정 기기는 MC ICP-MS이고 시료 도입 

부분은 입실 지점 시료의 경우 표준 뉴머틱 (pneumatic) 시스템을 이용하였 

다. 장항리 지점 시료의 U, Th은 0.2 ppm 이하이므로 230Th 및 234U의 신호 

를 최대로 만들기 위해 시료 도입 장치로 MCN60oo(Cetac Ltd.)에 PFA-1oo 

네 블라이 져 (nebulizer)와 PFA 스프 레 이 챔 버 (spray chamber; Elemental 

Scientific Ltd.)를 장착하여 사용하였다. 이 장치 를 사용하면 껑OTψ232Th 비 
율을 측정할 때 시료 1ml로 가능하며 보통의 뉴머틱 네블라이져보다 5배 이 

상의 감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기측정 조건은 표 4-3과 같다. 

먼저 EM (Electron Multiplier)과 페러 데이 검출기 사이의 효율을 U010 
표준시료의 234U/잃8U비 측정값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N=30， 10s 

integration). 이 때 표준물질의 2잃U/껍su비와 지수법칙 (exponential law)를 사 

용하여 질량분별효과를 동시에 보정하였다. 기기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효율 보정인자는 대개 2.17-2.32 정도였다. 효율 보정인자를 고정시킨 상태 

에서 측정한 표준물질(U015)의 2잃ul38u비에 대한 외부정밀도(N=4)는 

0.18%(2 (J RSE) 수준으로 이 오차가 효율 보정 인자의 변화에 따른 오차에 

대한 최대값이다. 왜냐하면 이 오차에는 효율 보정언자의 변화와 함께 기기 

가 자체적으로 가지는 전자적인 배경값(instrumental noise)까지 반영되어 있 

기 때문이다 234Ul학J， 정OTh/232Th， 정2Tlν2펀I비를 측정할 때 검출기 배치는 

표 4-4와 같다. 시료의 경우 2잃ul짝J=137.88과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질량분 
별효과를 보정 하면서 정 적 인 모드(static mode)로 234U l38U, 230Th/232Th를 측 

정 하였다(N=30， 5s integration). 
232T1ν잃8U 비를 측정할 때에는 스파이크 없이 약 500배 희석 용액을 이용 

하여 직접 측정하였다(N =30, 5s integration). 질량분별효과는 지수법칙을 이 

용하여 2잃U/짧U=137.88 기준으로 보정하였다. 서로 다른 원소의 동위원소비 

를 측정할 때에는 두 원소가 플라즈마에서 이온화되는 성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표준용액에 의한 보정이 필요하다(Halliday et al., 1995). 이번 실험에 

서는 입실 시료를 위해 U/Th=200, 100, 50 (U =50ppb) 표준용액을 이용하였 

으며 그 보정 결과는 표 4-5와 같다. U/Th비가 변함에 따라 보정 인자는 다 

소 변하며 그 변화 정도는 U/Th=200-50 범위에서 약 5% 수준이다. 실제로 

계산과정에서 적용할 때에는 각 시료와 가장 U/Th비가 가까운 표준용액의 

보정인자를 사용하였다. 한편 장항리 지점 시료의 경우 낮은 U, Th 농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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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MC ICP-MS 기기측청 조건 (Model : Fisons AXIOM). 
Plasma 

Forward power/W 

Cool gas flow/lmin

Aux gas flow/lmin

Neb gas flow/lmin-

MCN6000 

Sample uptake rate/mlmin
N ebulizer: PF A 100 
Spray chamber: 

Sweep gas: 

Beam tuning 
X Lens (V) 
Xl deflection (V) 
Yl deflection (V) 

X2 deflection (V) 

Y2 deflection (V) 
Y3 deflection (V) 

Acquisition parameters 

Multicollection 

E-scan 

material 

temperature (oC) 

Ar / lmin-

N2/1min-

Detector 
Acquisition time (sec) 
Cyc1e 
Acquisition No. 

Detector 
Points/peak 
Scans 
Peak widths 
Sweeps 
Dwell time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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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13.0 

0.78 

1.00 

0.10 

PFA 

100 

2.14 

0.10 

-1701 

-13 
-16 
-32 
29 

-12 

EM, Hl , H2, H3, H4 

10 

20 

EM 
5 

100 
10 



표 4-4 MC ICP-MS 검출기 배치. 

Measurement EM Hl H2 

234U/238U 234 235 236 
230Th/232Th 230 232 
232Th/238U 232 235 236 

표 4-5 U/Th 벼 보정 결과. 

U(ppb)I Th(ppb)l 238U/232ThI 238U/232Thm2 

50.60 
49.63 
49.23 

1. Standard va1ues 
2. Measured ratio 

0.270 
0.531 
1.050 

18 1.438 
90.375 
45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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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65 
126.533 
62.305 

H3 H4 

237 238 

235 238 

237 238 

%SE true/measured 

0.44 
0.23 
0.23 

0.6905 
0.7142 
0.7281 



문에 보통의 페러데이 (Faraday) 검출끼는 사용할 수 없었으며 정2Tlν2잃U 비 

율을 EM (Electron Mu1tiplier)만으로 측정하였는데 이스캔 모드(E-scan 

mode)에서 각 시료당 5회 반복하였다. 원소별 분별은 비율 표준 용액 3가지 

(Th!U 비율 0.1 , 1, 5)를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실제값과 측정값 사이에는 실 

제값 = 1.347 x 측정값 - 0.127 (냥 = 0.998)의 관계를 보였다. 시료의 
232Tκ'238U 비가 가지는 오차에는 EM과 패러데이 검출기 사이의 효율 보정 

인자의 변화 및 전자적인 배경값 외에도 시료의 매질효과(matrix effect)까지 

같이 반영되기 때문에 현재 자료로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그에 대 

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중이다. 

3. 결과 

Luo and Ku(1991)가 유도한 TSD법의 방사능 관계식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식의 비율은 모두 방사능비이며 아래 첨자 a는 자생적인 부분， d 

는 쇄설성 부분을 의미하며 230Th*는 자생적이든 쇄설성이든지 간에 234U의 
붕괴에 의해 생긴 잃OTh의 방사능을 지시한다. 다음 식에 의해 쇄설성 부분 
이 보정된 230T1ν234U 연대를 구할 수 있다. 

230Th ~. 234U 
τ'" --- = uτ-::::---=- + E ‘ 
ιjι Th ""Th 

234U ~~. 238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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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o and Ku (1991)는 증발잔류암을 대상으로 TSD법을 적용하여 

e30Tκ232Th)A - e34Ul32Th)A, e34u/232Th)A - (댔U/232Th)A 그 림 의 등 시 선 

각도로부터 각각 쇄설성 부분이 보정된 e30Tlν234U)A， (잃4ul한J)A비를 구했 

는데 보정되지 않은 연대에 비해 경우에 따라 10배 이상 젊은 경우도 있었 

다. 그들의 쇄설성 부분이 보정된 경OTh/234U 연대는 야외 관계 및 깊이 순서 
와 일치하여 자료의 신빙성을 지지한다. 

입실 지점과 장항리 지점 파쇄대 충진 탄산염암의 최종 분석결과는 표 

4-6과 같다. 입실 시료의 경우 시료의 U, Th 함량을 다 측정하지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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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업실， 장항라 지점 탄산염암맥 U 계열 벼평형 연대측정 결과. 

U 230Th/23\J age2 (230Th/23\J) A 

Mean 2a%SE 

e 3SU;Z32Th)A 

Mean 2a%SE 

e30Th/232Th) A 

Mean 2a%SE 

e3\J/238U)A 

Mean 2a%SE 

Th1 

(ka) 
m w / 

l 

·
、

m m w 
/ 

l 

·
、

2.07 
1.30 
1.07 
0.49 
0.99 
0.76 
1.36 
1.35 
0.84 

1.035 
1.168 
0.819 
1.154 
0.985 
1.108 
0.921 
0.686 
1.042 

1.77 
1.18 
0.87 
0.44 
0.97 
0.60 
1.30 
1.10 
0.78 

74.4 

54.3 
613 .4 

1037.4 
489.1 
366.0 

99.4 

55.6 
79.8 

1.06 
0.50 
0.60 
0.22 
0.20 
0.44 
0.31 
0.73 
0.24 

72.4 
59.0 

471.4 
1139.4 

457.5 
384.3 

87.1 
36.7 
79.6 

0.20 
0.22 
0.1 3 
0.06 
0.09 
0.13 
0.27 
0.26 
0.17 

0.940 
0.931 
0.938 
0.952 
0.949 
0.948 
0.952 
0.962 
0.958 

Ipsil faule zone 

CIPIR2-1 
CIPIR2-2 
9912IPIR-1A 
9912IPIR-1B 
9912IPIR-1C 
9912IPIR-1D 
9912IPIR-2A-1 
9912IPIR-2A-2 
9912IPIR-2B 

l 

〕
{
니
띠
 

l 

124.2土3 .2

112.0土1. 8

1.38 

0.93 

0.686 

0.647 

1.25 

0.46 
6.18 

7.05 

0.56 

0.78 

4.45 

4.77 

0.15 

0.21 

1.050 

1.046 

0.1 99 

0.114 

Janghangri fault zone 

0.106 

0.090 

0007JH-4-1 

0007JH-4-2 

l. Dεterrnined by quadrupole ICP-MS 
230 2. Calculatεd by Ludwig (1 994), detrital LJVTh is not corrected. Two point isochron age = 48士41 ka (see text). 



예비적인 사중극자(quadrupole) ICP-MS 분석결과에 의하면 U 함량이 5 

ppm 내외이다. 입실 시료의 (230Th/232Th) A 방사능비는 36.7 -1139.4로 매우 

높은 편이다. e34ul잃U)A 방사능비는 0.94 내지 0.95 정도로 균절하다. 

e38U /232T h) A 방사능비는 54.3-1037.4 범위로 역시 대단히 높고 U/Th 농도 

비로 환산하면 17.9-341.9가 된다. 한 맥에서 채취한 사료들도 매우 불균질 

한 U/Th 방사능비를 보여 이들이 cm 규모에서도 U/Th 방사능비에 있어 불 

균질함을 알 수 있다. 개별 시료의 (230Tκ234U)A 방사능비는 2 시료 정도 

(9912IPIR-1A, 9912IPIR-2A-2)를 제 외 하고는 대 개 1 근처 로서 거 의 시 차평 

형에 도달해 있다. 자료들을 TSD 등시선 그림에 점시해 보면 그림 4-21과 

같다. 자생적인 부분의 (234u l38U )A 방사능바로 해석되는 e싫Ul32Th)A -

(정8U/정2Th)A 그림의 각도는 0.9494 (R2=0.9999)로 잘 정의되지만 

e30Tψ232Th)A - (234u l32Th)A 그림의 각도는 1.0926 (R2=0.973)로서 분산 정 

도가 심하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 계산된 자생적인 부분의 원OTlν234U)A 

(=1.0926) 역시 이들 사료들이 234U_230Th 시차평형에 도달해 있다는 점을 지 

시한다. TSD법으로 구한 e싫U/짧U)A 방사능비와 e30Tlν2잃U)A 방사능비가 

개별 시료의 자료와 거의 유사한데 이는 시료 내에 쇄설성 부분이 거의 무 

시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OTν'232Th)A - e34u/껍2Th)A 그림에 

서 나타나는 입실 시료의 자료 분산은 2싫U의 유동 때문이거나 시료 개개별 

로 개입된 쇄설성 물질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일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시료 

의 쇄설성 부분을 거의 무시할 수 있어 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 지표 환경 

에서 234U이 238U보다 더 유동적으로 거동하는 점은 잘 알려져 있으며 
(Osmond and Ivanovich, 1992) 입실 지점 탄산염암 시료들의 경우 그 유동 

이 234U/238U비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으나 시료의 U/Th비가 매우 높 
아서 230Tψ234U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입실 지점 단층 파쇄대를 충진한 탄산염암 맥의 생성 시기는 시차평 

형을 이루는 데 필요한 시간 즉 35만년 이상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입실 

지점 단층의 형성시기 또한 35만년 이상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결론은 기존 

에 보고된 입실 지점 단층비지의 ESR 연대(최위찬 외， 1998)가 대개 110만 

년， 160만년 및 190만년 정도언 점과 부합된다. 

표 4-6에 정리된 장항리 지점 방해석 맥 (0007]H-4)에 대한 분석결과를 

Ludwig(1994)의 ISOPLOT 프로그램으로 계산해 보면 2 시료의 

(정OTh/234U)A， e34Ul38U)A 방사능비 가 지 시 하는 겉보기 정OTlν'234U 연 대 는 

124.2 + 3.2(2σ) ka, 112.0 + 1.8(2 (1) ka 정도이지만 그 연대는 쇄설성 230Th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값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료의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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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파쇄대 입실 지점 그림 4-21 
선 그림. 



농도는 U 농도보다 오히려 높아 의미있는 230Th/234U 연대를 구하기 위해서 

는 쇄설성 부분의 보정 이 필수적 이 다. 그림 4-22에서 CZ30Th/232Th) A -

(234U;Z32Th)A 그림 의 기 울기 는 0.36+0.07(2 σ )로서 (Ludwig, 1994) TSD법 에 

의해 구한 자생적인 부분의 원OTh;Z싫U)A 방사능비를 의미한다. 또 

CZ34U/232Th)A - CZ38U;Z32Th)A 그림 의 기 울기 는 1.02 + 0.18(2 σ )로서 (Ludwig, 

1994) TSD법에 의해 구한 자생적인 부분의 CZ34U;Z38U) A 방사능비를 의미하 

며 거의 시차평형에 도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22의 두 기울기가 지 

시 하는 자생 적 인 부분의 CZ30Tψ234U)A， (234U/짧U)A 방사능비 를 Ludwig (1994) 

의 ISOPLOT 프로그램으로 계산해 보면 두 비 사이의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0으로 주었을 때 48+41 ka의 230Th/234U 연대를 나타낸다. 연 
대의 오차가 큰 이유는 2 시료의 (230Th/:정2Th)A， e잃U;Z32Th)A， (잃SU/잃2Th)A 

값 변화폭이 매우 좁아 기울기의 오차가 커졌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장항 

리 지점 탄산염암맥의 230Th/234U 비평형 연대는 48+41 ka로서 단층운동의 

최소 시기를 지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 시료만으로 등시선을 정의하 

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장항리 시료의 U 함량이 0.1 ppm 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연대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가 

적 인 분석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 3 절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1. 개요 

성층권에서 이차적으로 만들어진 중성자가 질소원자와 충돌하여 생성된 

우주기원 핵종의 하나인 방사성탄소는(l47N + 1on • 146C + \p) 원자핵이 불 

안정하기 때문에 베타붕괴 (β-)하여 질소원자로 바뀌게 된다(146C • 147N + 

β-). 나무와 같은 생명체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대기 중의 C02를 흡수하여 

성장을 하기 때문에 대기중의 12C와 l:~C뿐만 아니라 14C도 함께 흡수하게 된 

다. 만일 이 나무가 죽은 후에 14C에 대하여 폐쇄계가 유지되었고 시료에 현 

재 남아었는 14C의 양과 이 나무가 살았던 시대의 대기중의 14C의 양을 알 

수 있으면， 다음 식을 이용하여 이 나무가 죽고 폐쇄계가 유지된 후로부터 

경과된 연대를 계산할 수 있다. 

at14C = aol4C e-- A t, ( A 二ln2/Tl/2)
t[측정연대 <BP)] 二 -8267 . ln (at14C/ao1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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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o14C는 대기중의 방사성탄소의 초기 activity, at14C는 측정당시의 대 
상물질의 방사성탄소의 activity, À 는 14C의 붕괴상수 Tl/2는 14C의 반감기， 

그리고 t는 대상물질의 연대를 의미한다.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을 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성층권에서 생성된 방사성탄소는 반감기인 5730년보다 훨씬 짧은 시 

간 내에 대기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방사성탄소의 초기 양을 알 수 있 

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대기중의 방사성탄소 생성률이 오랜 시간 동안 일 

정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는 생물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활성적인 탄소 저장 

고와 생물체 사이의 14C의 출입과 붕괴율이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마지막으 
로 넷째는 생물체가 죽은 후에 방사성붕괴에 의하여만 생물체의 14C양이 감 

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사성탄소 연대측정법은 이제까지 알려진 제4기의 연대측정 방법 중에 

서 가장 정확하고 정밀한 방법이지만 과거 약 6만년 전까지만 연대측정이 

가능하다. 

2. 실험방법 

시료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전처리하여 미국의 Geochron 사와 서울 

대학교 공동기기원의 가속질량분석기 (AMS)로 분석하였다. 토탄층의 경우 다 

음의 중력분리법에 의해 유기물 함유 점토부분을 분리하였다. 

@ 시료를 물에 넣고 분산시킨다. 

@ 침전법과 물을 따라내는 방법에 의하여 모래와 실트로부터 점토와 

유기물을 분리한다. 

@ 나일론 망을 이용하여 식물의 잔가지와 잔뿌리를 제거한다. 

@ 회수한 clay organic fraction을 건조시키고 곱게 분말화한다. 

3. 결과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결과는 표 4-7에 정리하였다. 

가. 평해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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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결과. 

시료번호 
연대 δ 1 JCPDB 

(years BP) (9fu ) 
시료기재 

0111PH-4 
greater than 명해 단층접촉 4기충 

-25.6 
43 , 460 charcoal 

0111PH-5 
greater than 명해 단충접촉 4기충 

-27.9 
44 , 350 charcoal 

YH08 30520 :t820 -26.0 
용한리 2단구면 고사구충 

peat 

010455-1 37 , 900 :t 150 26.2 마동-2(수성지) 단충 하반 
탄화목 

CKG1-1 7, 850 :t100 -22.0 
개곡-1 지점 

단충 피복 peat 

0007IP-2 39 , 100 :t2000 -21. 1 
입실 지점 단충접촉 

계곡 퇴적충 내 유기점토충 

- 181 -



2 charcoal 시료(0111PH-4， -5)의 연대측정 결과는 각각 43,460 y BP 이 

상， 44，350 y BP 이상으로 연대측정의 범위를 초과하였다 

나. 용한리 지점(한수원， 2003) 

소위 2단구면의 고사구층을 덮고있는 peat층(시료 YH08)에 대한 연대측 

정 결과는 30,520 + 820 y BP로서 후술할 OSL 연대측정 결과를 잘 지지한다. 

이 peat층에 서 는 최 근 Inoue et aL(2002)에 의 해 Ata 테 프라가 보고된 바 있 

다. Ata 테프라는 MIS 5d95-110 ka)에 해당되는 시기에 분출하였는데 

(Machida, 1999) 이 번 C-14 연대측정 결과로 볼 때 재동(reworking)된 테프 

라일 가능성이 높다. 

다. 마동-2(수성 지 ) 지 점 

0104SS-1 시료는 탄화목으로 층리방향에 평행하게 누워있어(그림 2-27 

참조) 지층이 퇴적된 시간을 대표하는 것이 확실하며 지층의 퇴적시기는 시 

료의 방사성탄소 연대인 37,900 + 150 y BP보다 젊을 것이다. 따라서 마동-2 

단층의 최후 운동시기를 37,900+ 150년보다 젊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시료가 

채취된 지점이 단층에 의해 절단된 지층보다 젊고 단층운동 이후에 생긴 소 

택지일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지질조사가 필요하다. 

라. 개곡-1 지점 

개곡1 단층을 덮은 peat층(시료 CKG1-1)의 방사성탄소 연대 (7，850+100 

y BP)는 최위찬 외 (2000)가 나고야 대학교에 의뢰하여 얻은 AMS 방사성탄 

소연대언 7，820+220년과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되는 연대이다. 

마. 입실 지점 

0007IP-2 시료는 39，100+2，000년의 방사성 탄소 연대를 보인다. 이 시료 

는 유기물의 함량이 매우 적고 방사성탄소연대의 거의 한계점에 달한 연대 

를 가지며 분석오차도 큰 점으로 볼 때 식물뿌리나 지하수의 작용에 의한 

유기물의 recent contamination 가능성이 있다.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의 특성 

상 4만년 이상의 연대에서는 오래된 탄소에 젊은 탄소가 조금만 들어가도 

실제 연대보다 훨씬 젊은 연대를 나타낼 가능성이 었다(Harkness ，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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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h, 1991). 이 계콕 퇴적층 내에는 화강암 안산암 및 퇴적암 등의 다양한 

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장경 50cm 정도의 화강암 역들이 10cm 깊이까지 

양파껍질 모양의 풍화가 진행된 것을 고려하면 방사성탄소 연대인 약 4만년 

보다는 퇴적시기가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었다. 

제 4 절 OSL 연대측정 

1. 개요 

여러 종류의 무기결정은 외부에서 어떤 형태의 에너지를 주면 흡수된 

에너지를 빛으로 바꾸어 외부에 방출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 현상을 

루미네션스Ouminescence) èl- 하는데， 이들 루미네선스를 야기시키는 매체가 

열일 경우:... TL( thermoluminescence)이라 하며， 빛에 의한 것일 경우 

OSL(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이 라고 한다. 

지난 10여년 동안 석영과 장석입자로부터 나오는 OSL은 고고유물이나 

토양등 다양한 물질의 연대측정에 이용되어 왔으며 (Aitken， 1985; Hunt1ey et 

al., 1985), 시료의 조건에 따라 수십년(Ollerhead et al., 1994)에서 약 

백만년까지 (Huntely et al., 1993, 1994)의 연대측정이 가능하다. 초기의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은 주로 도자기의 연대를 TL로 측정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루미네션스 현상을 빛에 의해서도 

유발시 킬 수 있는 가능성 이 제 기 되 면서 (Hunt1ey et al., 1985) OSL을 

연대측정에 이용하게 되었다. 초기의 OSL 연대측정은 석영을 대상으로 하여 

아르곤 이온 레이저로부터 나오는 514.5nm 파장의 빛을 광원으로 

이루어졌다. 즉 검출기 앞에 광학필터를 사용하여 레이저로부터 나오는 

광원의 광자(photon)와 레이저에 의해 유발된 광자(루미네선스: 석영의 경우 

360-420 nm의 파장을 가짐)를 분광함으로써 시료로부터 나오는 

루미 네선스의 관측이 가능했다. Hunt1ey et al.( 1988)은 장석류들이 390-440 

nm에 이르는 루미네선스를 방출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와 같은 

루미네선스의 파장영역 및 물리적 성질을 고려하여 장석과 석영이 OSL 

연대측정에 있어서 적합한 시료로 널려 이용되고 있다. 

연대측정을 목적으로 한 연구에서의 루미네선스에 대한 모델은 

지금까지도 계속 논의되고 있으나 띠이론(band theory)에 의해 어느 정도 잘 

설명이 된다(그림 4-23). 결정 내의 가전자대 (valence band)에 존재하는 

하전 입 자들은 이 온화 방사선 Oonizing radiation; 석 영 혹은 장석 입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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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싼 퇴적물 내에 포함된 U. Th. K등 방사성원소가 붕괴되며 발생시키는 

알파， 베타 입자와 감마선)에 의해 이온화되고， 이 후 이온화된 전자와 

정공(hole)들은 가전자대와 전도대 (conduction band) 사이에 존재하는 

결정내의 결함이나 불순물(이들을 일반적으로 trap이라고 한다)에 포획되게 

된다. 연대측정에 이용되는 루미네선스는 포획된 전자에 열 혹은 빛의 

형태를 지년 에너지를 가하여， 이들을 trap으로부터 추출하여 정공과 결합할 

때 발생하게 된다. 이때， 포획된 전자들을 trap으로부터 추출하는 에너지의 

형태가 열일 경우 TL이라하고 빛일 경우 OSL이라고 한다. OSL이 

연대측정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zeroing(혹은 bleaching) mechanism이 매우 

중요하다(그림 4-24). 즉 석영이나 장석이 풍화와 운반 • 이동과정을 

거치면서 빛에 노출되면 그 동안 결정 내에 축적된 전자들이 모두 

루미네선스 형태로 방출되게 되어 결정 내의 불순물과 결함이 비어있는 

상태로 퇴적되게 된다. 퇴적된 후 토양의 자연방사선에 의해 이온화된 

전자가 결정 내에 존재하는 불순물과 결함에 다시 채워지게 된다. 채워진 

전자들은 여러 에너지 준위의 trap에 포획되고 포획된 전자들 중에서 오랜 

세월동안 외부에서 어떠한 에너지를 주지 않는 한 안정하게 남아 있는 

전자들(약 300 0C 이상의 온도에서 안정한 전자)만이 연대측정에 이용된다. 

연대는 다음의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OSL 연대 = 등가선량(equivalent dose) / 연간방사량(annual dose rate) 

연간방사선량은 시료 또는 시료가 채취된 장소의 토양으로부터 알파， 베타， 

그리고 감마선량을 측정하여 얻어진다. 이는 현장에서 감마선량(gamma 

activity)의 측정이나 실험실에서 알파， 베타선량을 측정하여 얻어질 수도 

었고， 시료의 원소분석으로부터 U, Th, K의 양을 결정한 뒤 converslOn 

fa다or를 이용하여 환산할 수도 있다n‘떠mbi and Aitken, 1986). 

2. 실험방법 

가. 실험장치 

댄마크 Risø 연구소에서 개발된 TL/OSL 측정장비를 사용하여 

등가선량을 측정하였다. 현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설치된 장비는 

시료에 0.086 Gy/sec의 선량을 가할 수 있는 40mCi 90Sr 베타선원을 갖추고 

있으며 ， 820nm 파장의 빛을 내는 1.0W 적외선 레이저가 부착되어 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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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레이저는 장석으로부터 루미네선스를 측정하는 데에 쓰이기도 하고 

석영을 대상으로 한 시료 전처리시 장석으로부터의 루미네선스 신호를 

제거하는 데에 쓰이기도 한다. 석영의 경우 적외선 파장영역의 빛으로는 

루미네선스를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OSL 연대측정에는 석영 입자가 쓰였으며， 석영 입자로부터 

루미네선스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 최근에는 470:t30 nm(청색파장영역) 

파장의 Blue-LED 광원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연구에 사용된 Risø 

TL/OSL 측정 장비 는 7개 의 Blue-LED를 하나의 cluster로 해 서 , 총 7개 의 

cluster를 히터와 PM tube 사이에 링모양으로 설치하였다(그림 4-25). 링 

모양의 홀더는 총 49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료와의 거리는 25mm이다. 총 

7개의 cluster가 시료에 전달하는 출력은 대략 50mW/cm2이다. 각각의 
Blue-LED cluster 앞에 는 분산된 청 색 파장의 빛 중 420nm보다 짧은 파장의 

광자가 PM tube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GG-420 필터를 사용하며， 

PM tube 앞에는 7.5mm Hoya U - 340 필터를 사용한다. 

연간방사선량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를 

이용한 감마 스펙트로미터를 사용하여 구하였다. 

나. 시료전처리 

연구기간동안 채취된 시료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Oxford 대학에서 

등가선량과 연간방사선량을 측정하였다. 야외에서 스테인레스-스틸 파이프로 

채취된 시료는 암실에서 회수하여 OSL 연대측정에 사용될 석영을 

분리하였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CD 파이 프에 서 회 수한 시 료를 wet sieving(90μm-250μm)한다. 

(2) 10% 염산으로 washing한다. 이 때 반응이 있으면 15분 정도 후에 

염산을 교체한 후 다시 이 과정을 반응이 없을 때까지 반복한 후 

15분간 보관한다. 

@ 이 시료들은 10% 과산화수소로 30분간 처리한다. 

@ 시료에 포함된 장석을 제거하기 위하여， 10% 불산으로 15분간， 

다시 농축불산(48%)으로 약 1시 간 처 리 한다. 농축불산으로 장석 을 

제거하는 시간은 시료마다 다양하며， 석영 내부에 장석이 

inclusion으로 존재할 경우에는 장시간의 농축불산처리로도 장석이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료를 blue-LED로 OSL 

측정을 하기 전에 적외선으로 처리해서 장석으로부터의 루미네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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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4-25 Blue-LED와 Infrared 레이저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리소 OSL 사스템 
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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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제거하였다(Post IR-Blue method; Banerjee et al., 2001; 

Wallinga et al., 2000) 

(5) 불산처리 후 남아 있는 fluoride를 제거하기 위하여 10% 염산으로 

40분 정도 세척한다. 

@ 석영의 준비가 완료되면， 석영시료 중에 장석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두 개정도의 subsample을 사용하여 적외선에 

의한 신호를 확인한다. 반복적인 농축불산 처리로 적외선에 의한 

루미네선스와 Blue-LED에 의한 루미네선스의 비가 10% 미만이 

되도록 한 후， 등가선량측정을 실시하였다. 

다. 등가선량 결정 

등가선량(equivalent dose)은 연대측정의 대상시료가 가열이나 빛에 의한 

노출로 루미네선스를 모두 잃은 후， 퇴적된 이래로 주변 토양으로 받은 환경 

방사선의 양을 의미한다. 이는 시료로부터 측정된 자연루미네선스(natural 

luminescence)와 시료를 실험실에서 방사선 조사하여 얻어진 루미네선스를 

비교하여 구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에 소개되어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Single-Aliquot Regenerative-Dose(이하 SAR법이라 한다) 

방법을 이용하여 등가선량을 결정하였다(Murray and Wint1e, 2000). 

일반적으로 등가선량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additive method와 

regeneration method로 나눌 수 있 다. 이 중 regeneration 방법 은 additive 

method에 비하여 간단하고 쉽게 등가선량을 구하는 방법으로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료의 자연루미네선스를 측정한 후 모든 시료를 

실험실에서 가열(heating)이나 빛에 노출(bleaching)하여 시료의 루미네선스 

선호를 0으로 만든다. 이후， 같은 시료에 대하여 몇몇의 알고 있는 

방사선량을 조사하여 루미네선스를 관측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장곡선을 

만든다. 최종적으로， 관측된 자연루미네선스 신호를 이미 만들어진 

성장곡선과 비교하여 등가선량을 구한다. 이 방법은 등가선량이 만들어진 

성장곡선에 내삽하여 결정되므로， additive method에서 사용되는 외삽에 

의한 등가선량 결정에 비해 오차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루미네션스 

측정과정 중에 행하여지는 여러 가열과정 중에 시료의 루미네선스 

민감도Ouminescence sensitivity)를 변하게 할 수 있다는 단점 이 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SAR법은 성장곡션을 만들기 위한 방사선에 

대웅한 루미네선스를 측정하고 난 후， 시험방사선(test dose)을 주어 변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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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미네선스 민감도를 보정， 기존의 문제점을 극복하였다. 

Oxford 대학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등가선량측정을 위해 쓰언 

장치는 동일기종(Risø automated TL/OSL system)이지만 SAR법의 적용에 

있어 각 측정단계의 조건이 달랐다. 표 4-8에 일반적인 SAR법의 과정 및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Oxford 대학의 측정조건 차이를 정리하였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는 24개의 시료(aliquot)를 준비하여 

자연루미네선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260
0

C 에서 10초간 열전처리 

후(preheating) ， 125
0

C 에서 40초동안 Blue-LED를 사용， 루미네선스를 

측정하였다(Wintle and Murray, 1998). 루미네선스 민감도의 변화를 

보정하기 위하여 같은 시료에 시험 방사선 (test dose)을 주고 불안정한 몇에 

포획된 전자의 제거를 위해 220
0

C까지 가열한 후 곧바로 실온으로 

냉각하였다(cut-heat， Choi et al., 2003). 특히， 이 과정에서는 OSL 

연대측정에 방해가 되는 신호를 제거함으로써， OSL 연대의 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후 몇몇 일련의 실험실방사선 조사 및 열전처리로 성장곡션을 

만들고， 시험방사선(test dose) 조사로부터 얻어진 보정인자를 이용하여 

성장곡션을 보정하였다. 반면， Oxford 대학에서는 한 개의 시료당 127H 의 

aliquot을 이용하여 등가선량을 측정하였으며， 자연루미네션스를 125
0

C 에서 

100초 동안 측정하였다. 또한， 시험방사선 측정 전에 시료를 220
0

C 에서 

10초간 열처리 (cut-heat)하였다. 한국기초과학연구원과 Oxford 대학의 

측정조건이 다소 다른 이유는 회귀현상(recuperation)을 최소화하고 

시험방사선 측정에 방해가 되는 선호의 제거를 위해 각 기관별로 

기본실험을 거쳐 최적의 조건을 나름대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4-26은 용한리 지점 시료(YH04) 및 왜성 지접 시료(WKS-5)에서 

분리된 석영을 이용하여 SAR 방법으로 만든 성장곡선이다. 이 

성장곡선들은 연구지역의 시료로부터 분리한 석영에 대한 등가선량의 최대 

측정 가능치가 350Gy까지 이르고 있으며， 이보다 작은 범위의 값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음쓸 의미한다. 처음 0.8초 동안 발생된 

루미네선스를 합산하여 성장곡선과 민감도 보정에 이용하였으며， 민감도 

보정의 성공여부는 성장곡선을 만든 후， 성장곡선을 만들기 위하여 시료에 

가한 처음 방사선 양을 시료에 다시 주어 처음의 양과 같은지를 비교하여 

판단 할 수 있었다. 

라. 연간방사선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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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Sing1e-A1iquot Regenerative-Dose(SAR) 법. 

단겨| 

열 전 처 리 (preheating) 

2 루미네선스측정 

3 시험 방사선 (test dose) 조사 

4 cut-heat treatment 

5 루미네선스측정 

6 
재현조사(regenerative dose) 및 1 단계로부터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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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SAR법을 이용해 만든 YH04와 WKS-5 시료의 성장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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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설치된 감마스펙트로메터를 사용한 

연간방사선량 결정시 222Rn escape는 약 20%로 가정하였다(Olley et a1., 

1996). 실험실에서 석영을 불산으로 한 시간 정도 처리하였기 때문에， 

석영입자의 바깥층 약 10μm정도가 에칭 (etching)되었고， 따라서 알파입자의 

기여로 석영에 축적된 루미네선스 신호는 고려하지 않았다. 

우주선량(cosmic ray)은 0.13m Gy/yr로 추정하였으며 (Prescott and 

Stephan, 1982), 최종적인 연간선량은 시료의 수분함량에 대한 보정과 

불산의 에칭으로 손실된 선량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Zimmerman， 1971). 

3. 시료의 루미네선스 특성 및 분석 신뢰도 점검 

가. 시료의 루미네선스 특성 

신뢰성있는 OSL 연대자료를 얻기 위해， 연구대상 시료들 중 

양산단층대의 평해 시료(0111PH--6， 0111PH-7, 0111PH-8) , 왕산 

시료(WS-1A) ， 동해안 단층대의 용한리 (YH04， YH06, YH09) , 오류리 (OR2， 

OR6), 양남(O0l1YN-1 ， 0012YN-1), 관성 (WKS1), 읍천(EP1 ， TR2A) , 그리 고， 

왜성 (WKR-5B) 지점의 시료를 이용하여 여러 루미네선스 특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OSL 연대측정에는 325 0C TL peak 영역의 신호(trap에 

잡힌 전자의 retention time이 108년 이상인 안정한 신호)가 쓰이는 데(그림 
4-27) , 이 신호에 방해가 되는 다른 신호들의 존재여부를 조사하고， 만일 

이러한 신호가 존재할 경우，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연대측정을 

시행하였다. 

(1) LM-OSL(Linearly Modulated OSL) 특성 

연구대상시료의 루미네선스 특성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몇 시료에 

대 해 LM -OSL(Linearly Modulated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Bulur, 1996) 실험을 실행하였다. 

광원(Blue-LED)의 세기를 0부터 증가시키면서 루미네선스를 측정하면， 

루미네선스 선호는 일련의 peak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 때， 각 peak는 

특정한 광학단면 (optical cross-section)을 가지는 component들을 나타낸다. 

즉， 어떤 루미네선스 component의 광학단면이 클수록 광원의 세기가 작아도 

쉽게 루미네선스를 내며， 광학단면이 작은 component일 수록 광원의 세기가 

커야 루미네션스를 발생시킨다. Bulur et a1.(200이은 석영의 루미네선스를 

자세히 연구하여 석영의 루미네선스는 4개의 component로 이루어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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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OSL 연대측정에 사용되는 선호. 325 0C TL peak 영역의 루미네선스 
신호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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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밝혔다(fast component, medium component, slow component 1과 

slow component 2). 또한， 이 들은 각 component의 열 적 안정 성 (therrnal 

stability)을 조사하여 가장 작은 세기의 광원에서 나타나는 pe없가 OSL 

연대측정에 쓰이는 325 0C TL 영역의 루미네선스라는 것을 알아내었다(fast 

component 혹은 component A). 

그림 4-28에 양남 지점의 두 시료(OOllYN-1과 0012YN-1)와 왜성 

지점의 한 개 시료(WKR-5B)를 이용한 LM-OSL 실험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실험에서는 석영 시료들을 40mW/cm2의 세기를 가지는 Blue-LED로 

100초간 노출시켜 자연 루미네선스를 모두 제거한 후， 실험실에서 100 Gy의 

방사션량을 가했다. 그 다음， 석영시료들을 80 0

C , 160 0C , 220 0C , 260
0

C 로 

차례로 가열한 후， 광원의 세기를 0에서 100% (40mW/cm2)까지 증가시키며 

LM-OSL을 측정하였다. 

양남 지점의 두 시료(그림 4-28 a와 b)에서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component A ’ (ultra-fast component) , 즉， OSL 연대측정에 쓰이는 

component A보다 광학면적이 큰 선호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 특이한 

신호는 열적으로 불안정하여 시료를 220
0

C 이상으로 가열하면 제거된다. 

따라서， SAR방법을 이용하여 OSL연대측정을 할 경우， cut-heat이 220 0C 

미만일 때， 루미네선스 민감도 변화를 보정하는 시험방사선<test dose)에 

의한 루미네선스 측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퇴적연대를 과소평가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Choi et al. , 2003). 

왜성 지점의 시료(그림 4-28c)에서는 광학단면이 OSL 연대측정에 쓰이는 

component A 보다 큰 신호(component A’)가 보이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160 0

C cut-heat을 이용한 SAR 방법으로도 정확한 

OSL 연대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각 시료의 OSL 연대를 구할 때에는 220 0C 
cut-heat을 이용한 SAR 법을 적용하였다. 

오류리 지점의 시료 일부에서는 이들 시료와는 달리 OSL 연대측정에 

이용되는 component A 신호가 매우 큰 slow component에 의해 완전히 

가려진 현상을 관찰 할 수 있었다(그림 4-29). OR2 시료의 경우 

200 oC - 300 oC 의 열전처리 영역에서 component A가 뚜렷이 관찰되나， 

OR6시 료의 경 우 component A 선호가 slow component에 의 해 구별 되 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SAR 방법으로 OSL 연대를 구할 때 틀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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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광원의 세기를 증가시키며 측정된 각 시료의 LM -OSL curve 모양. 
Component A'은 전체광원세기의 0.7% 정도의 에너지영역에서 관찰되며， 이 신호 
는 온도를 높혀감에 따라 감소하여 220 0C 이상의 온도에서 제거된다. 이 선호는 
OSL 연대측정에 쓰이는 신호인 Component A에 영향을 주어 정확한 OSL 연대 
측정에 영향쓸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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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오류리시료(OR2와 OR6)의 LM -OSL curve 특성. 괄호 안의 숫자는 
LM-OSL 측정 전에 실시한 열전처리의 온도를 의미한다_ OR6 시료에서는 OSL 
연대측정에 사용되는 component A가 매우 큰 slow component에 가려 구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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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SL decay curve 특성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SAR방법을 오류리 지점 시료에 적용했을 때의 

OSL 연대결과는 층서적으로 맞지 않았다. 즉， 상부시료인 OR21에서 

하부시료인 OR6으로 감에 따라 49ka에서 35ka의 층서적 역전현상을 

보였다(Choi et al.,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루미네선스 신호를 

수학적으로 deconvolution 하여 325 0

C TL 영역의 루미네선스 신호만을 

추출하여 연대를 구하였다. 

오류리 지점 (OR2와 OR6) , 양남 지점(OOl1YN-1)， 그리고 관성 

지점 (WKS1)에서 추출한 석영시료의 대표적인 OSL decay curve를 그림 

4-30에 나타내 었다. OSL decay curve는 최 소 3개 의 exponential curve(즉， 

fast, medium, slow등 3개의 component)로 분해할 수 있다(Bailey et al., 

1997). 이때， fast component는 Bulur et a1.( 2000)이 LM -OSL curve에서 

제시한 component A와 같이 325 0C TL 영역으로부터 유래된 

루미네선스이다. 그림 4-30b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시료와는 달리 오류리 

시료 중 하나인 OR6은 fast component(굵은 실션)가 다른 두 개의 

component보다 작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SAR법을 이용해 OSL 

연대를 구한다면 틀릴 수 있을 수 았으며， 수학적 fitting에 의해 구한 fast 

component(굵은 실선)의 초기 선호값만을 추출하여 연대를 

계산하였다(component separation method). 이 방법을 이용하여 오류리 

지점으로부터 상부시료인 OR21에서 하부시료인 OR6으로 감에 따라 

49ka에서 65ka의 층서에 부합하는 OSL 연대를 구할 수 있었다. 

(3) 열적 전이 현상(thermal transfer) 

석영을 이용한 SAR법으로 등가선량을 구할 때， 실험실 조사에 의한 

루미네선스 발생조건을 자연상태와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열전처리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동안 빛에 민감하지 않은 trap에 잡혀 있던 전자들이 

빛에 민감한 trap으로 전이하여 루미네션스를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극심하게 일어나게 되면 실제 퇴적연대보다 과대평가된 OSL 연대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용한리 지점의 세 개 시료(YH04， YH06, YH09)를 이용하여 

열적전이현상이 등가선량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그림 4-31). 이 

실험에서는 Blue-LED를 사용하여 자연시료의 루미네선스 신호를 0으로 

만든 후， 열전처리 온도를 높여가며 등가선량을 측정하였다. 만일 열적전이 

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Blue-LED로 기존의 루미네선스 신호를 

모두 제거하였으므로 모든 열전처리 온도에서 등가선량은 0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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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Sl)의 루미네선스 decay curve 특성. 각 decay curve를 세 개의 
component들 (fast, medium과 slow)로 분해 하여 도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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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용한리시료(YH04， YH06와 YH09)를 이용한 열적전이 현상실험. 등가 
선량측정과정에 쓰이는 열전처리에 의해 증가되는 겉보기 등가선량(apparent 

equivalent dose)은 최대 5 Gy 수준으로， 연구대상시료와 같이 200 Gy 이상의 뜸 
가선량을 가지는 시료의 OSL 연대측정에 별 오차를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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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에서 열적전이에 의한 영향은 최대 5 Gy임을 알 수 있으며， 

YH04와 YH06의 등가선량이 235:tll Gy와 128:t4 Gy인 것을 감안할 때， 

OSL 연대측정에 있어 그 영향이 무시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나. 분석 신뢰도 점검 

(1) Preheat plateau test 

등가선량은 SAR법에 의해 만들어진 성장곡선으로부터 

자연루미네선스값과 실험실조사량에 의한 루미네선스 값을 비교하여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실험실 조사에 의한 루미네선스 측정시에 석영내의 

trap에 채워진 전자들의 분포를 자연상태의 그것과 유사하도록 만들어 주는 

열전처리 (preheat)가 필수적이다. 등가선량 측정시 적용되는 열전처리에 

의해서 다음의 두 가지 영향을 예상할 수 있다(Wintle and Murray, 1998). 

첫째， 열적으로는 안정하나， 빛에 민감하지 않은 trap으로부터 OSL 

trap(빛에 민감한 trap)으로의 열적전이 (thennal transfer)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열적인 전이에 의한 영향은 연대가 젊은 퇴적물의 연대측정에 

있어서 심각한 오차를 주는 원인이 된다. 

둘째， 루미네선스 민감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sensitivity change). 

SAR법은 지금까지 알려진 등가선량측정법 중 가장 민감도의 변화를 잘 

보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열전처리에 따른 등가선량의 변화를 양남(0011YN-1 ， 0012YN-1), 

왜 성 (WKR-5B) 지 점 시 료와 평 해 (0111PH-6, 0111PH-7, 0111PH-8), 

수렴 (SU1E-2) ， 왕산(WS-1A) ， 읍천 (EP1 ， TR2A) 지점 시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그림 4-32). 

양남 시료의 경우(그림 4-32a와 b) , 160 0C cut-heat을 사용했을 

때보다(open symbols) 220 0C cut-heat을 사용했을 때， 민감도 보정이 

잘되었으며 (closed triangle; 1.0에 가까울수록 민감도 보정이 잘된 결과이다)， 

따라서 scattering이 적은 preheat plateau를 정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왜성 

시 료 (그 림 4-32c)는 cut-heat에 관 계 없 이 preheat plateau를 잘 정 의 한다. 

이는 왜성 시료가 앞서 언급한 민감도보정에 방해를 주는 신호(component 

A’)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개의 평해 시료(그림 4-33a, 

b)와 수렴 시료(그림 4-33d)의 경우， 220 0C cut-heat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전처리 온도를 220
0

C 에서 300
0

C 까지 증가시컴에 따라 뚜렷한 

등가선량의 증가를 보이나， 0111PH-8 시료(그림 4-33c)와 왕산 시료(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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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4-32 양남， 왜 성 시 료 의 preheat plateau test. closed circle은 220
0

C cut-heat 
을 이용한 결과이며， open circle은 160

0C cut-heat을 이용한 결과이다. 각 시료에 
대 한 민감도보정 결과(recycling rati이와 회 귀 현상(recuperation)도 같이 도시 하였 
다. 민감도보정결과는 1에 가까울 수록， 그리고 회귀현상은 0%에 가까울수록 신 
뢰도가 높은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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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평해 (0111PH-6， 0111PH-7 , 0111PH-8) , 수렴 (SUIE-2) ， 왕산 시료 
(WS-IA) , 읍천 시 료(EPl ， TR2A)를 이 용한 preheat plateau test. 0111PH-8(c)과 
WS-IA(e)는 열전처리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등가선량을 보이나， 나머지 시료들 

을 열전처리온도에 따라 등가선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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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e)는 열전처리 온도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등가선량을 가진다. 읍천 

시료(EP1 ， TR2A)의 경우 160
0

C부터 280
0

C 까지 열전처리 범위에서 

등가선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험조사량(test dose)측정에 쓰이는 열전처리온도kut-heat)보다 낮은 

열전처리 (preheat)를 이용하여 등가선량을 구했을 경우에는 열전처리에 따른 

민감도보정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그림 4-33(f)와 (g)에서는 220
0

C 이상의 

열전처리를 이용한 자료만이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EP1과 TR2A의 시 료로부터 는 184:1:6 Gy와 187 :1:6 Gy(220 0C -280 0

C)의 

preheat plateau를 정의할 수 있다. OSL 연대측정에 있어서 preheat 

plateau로 얻어진 등가션량을 연대계산에 사용했을 경우， 신뢰도 높은 

연대를 얻을 수 있으나， 평해의 상부 두 시료(o111PH-6과 0111PH-7)와 

수렴 시료(SU1E-2)와 같이 열전처리에 따라 등가선량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에는 적절한 열전처리 온도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OSL 연대측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시료의 경우 모두 

260 0C (10초)의 열전처리를 사용하였다. 열전처리온도에 따라 등가선량이 

변화하는 경우， 즉 preheat plateau를 정의하지 못한 시료의 경우에는 

등가선량 측정에 사용된 열전처리가 올바른 것이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열전처리 조건에 따른 dose recovery test를 시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2) Dose recovery test 

Dose recovery test는 석영내부의 trap에 잡혀 있는 전자들 중에 빛에 

민감한 trap에 잡혀 있는 전자들을 제거하고 Risø 자동화장치에 설치된 

베타선원을 이용하여 임의로 석영에 방사선을 조사시킨 후， SAR법을 

이용하여 등가선량을 구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석 영 시 료의 bleaching (power 40m W /cm2, 100초동안 25 0C 에 서 ) 

cz) 10000초 동안 시료보관 (Blue-LED로 여기시키는 동안 110 oC TL 

trap으로 이동한 전자들이 decay되기까지 기다린다) 

@ 석 영 시 료의 bleaching ( CD과정 의 반복) 

@ 실험실조사 (베타선원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추정되는 등가선량과 

비슷한 정도의 선량을 가한다) 

@ SAR법의 적용 

오류리 시 료(OR2， OR4) , 양남 시 료(O0l1YN-1 ， 0012YN-1)와 관성 

시료(WKS-1 ， WKS-2) , 수렴 시료(SU1E- 1)， 그리고 왕산시료(WS-1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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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dose recovery test를 실시하였다. 오류， 양남， 관성 지점의 

시료들은 Blue-LED를 이용하여 자연루미네선스를 제거하고， 200 Gy의 

실험실방사선을 조사(given dose)하였다. 이때， SAR법을 적용하여 측정된 

등가선량(r.neasured dose)은 이론적으로 200 Gy이어야 한다. 즉， 측정된 

등가선량과 실험실조사량의 비는 1.0이 되어야 한다. 그림 4-34a에 160 0C 

cut-heat(open squares)과 220 0C cut-heat{closed squares)을 이 용한 dose 

recovery test의 결과를 도시 하였다. OR2, OR4, 0011 YN-1 그리 고 WKS-2는 

220 0C cut-heat을 적용하였을 때， 실험실 조사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었으며， oo12YN-1과 WKS-1은 cut-heat온도와 관계없이 실험실조사량을 

오차범위 내에서 정확히 구할 수 있었다. 

수렴 시료는 시료에 85 Gy, 170, Gy, 255 Gy, 340 Gy의 실험실조사량을 

가한 후， 260 0C (10초)의 열전처리와 220 0

C 의 cut-heat 조건으로 얼마만큼 

정확히 실험실 조사량을 측정해 낼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그림 4-34b). 

실험결과， 주어진 실험조건에서 각각의 실험실 조사량을 정확히 구할 수 

있었다. 이는 SAR법으로 등가선량을 구하는 과정이 석영이 퇴적된 후 

주위의 퇴적물로부터 흡수한 방사선의 크기에 의해 그 정확도가 좌우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왕산 시료의 자연루미네선스를 Blue-LED를 사용하여 제거한 후， 

열전처리조건을 260 oC, 10초로 고정을 한 후 cut-heat을 160
0

C 에서 

260
0

C 까지 증가시키며， 측정된 조사량이 cut-heat 옹도변화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그림 4-35). 실험결과， 열전처리와 같은 

온도인 260 0C cut-heat을 제외하고는 측정된 조사량과 실험실조사량의 비가 

1.0에 가까웠으며， 이는 양남 시료를 비롯한 몇몇 시료의 LM-OSL 곡선에서 

관찰되는 민감도보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cor.nponent A')가 왕산 

시료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반적인 SAR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등가선량을 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결과 

연구대상시료에 대한 OSL 연대측정결과는 표 4-9와 같다. 각 지점별 

OSL 연대측정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양산단층대 

(1) 평해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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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05L 연대측정 결과. 

노-z「며。 시료번호 시료종류 
퉁가선량 연간방사율 수분 OSL 연대 

(Gy) (Gy/ka) (wt %) (ka) 
양산단충대 
명해 0111PH-6 471충 217:1:10 3.39:1:0.06 14 53:1:8 

0111PH-7 4기층 216:1:6 2.99:1:0.05 15 72土5

0111PH-8 4기층 274 :1:9 2.82:1:0.05 13 97:1:7 

벽계 CPK-6 471층 225:1:7 2.99:1:0.04 10 75土3

KR-BB-1A 4기층 >200 2.27 :1:0.13 >88:1:5 

동해안단충대 
용한리 YH01 고사구충 164:1:14 2.58:1:0.07 11 64:1:6 

YH02 고사구층 208:!:l3 2.26土0.07 17 92:1:6 
YH03 고사구충 213:1:16 2.29 :1:0.06 18 93:1:7 
YH04 고사구충 235:1:11 2.17:1:0.07 17 108:1:6 
YH05 고사구층 253:1:11 2.48:1:0.07 15 102:1:5 
YH06 고사구층 128:1:4 2.52:1:0.07 17 51 :1:2 
YH07 고사구충 13l:!:7 2.47:1:0.08 21 53:1:3 
YH09 고사구층 0.28:1:0.03 2.37:1:0.07 22 0.12:1:0.01 
YH10 고사구충 0.36:1:0.08 2.32:1:0.07 22 0.16:1:0.03 

오류리 OR21 2단구해빈충 196:1:13 4.03:1:0.12 14 49土4

OR22 2단구해반층 192:1:33 4.00:t0.12 16 48:t8 
OR23 2단구해빈총 204:1:39 4.02:t0.11 17 51 :1:10 
OR24 2단구해빈충 203:t33 3. 97:t0.12 18 51 :1:8 
OR1 2단구해빈충 217:1:20 4.15:1:0.14 10 52:1:5 
OR2 2단구해빈충 219:t10 4.20:1:0.14 9 52:t3 
OR3 2단구해빈충 235:t51 4. 26:t0.15 10 55:1:12 
OR4 2단구해빈충 238:t20 4.26:1:0.15 11 56:1:5 
OR5 2단구해빈층 267:1:9 4.15:1:0.15 17 64:t3 
OR6 2단구해빈층 274 :1:22 4. 21 :t0.15 16 65:1:6 

읍천단충 EP1 3단구해빈층 184:t6 2. 76:t0.05 24 67:t5( 현재수분) 
184:t6 2.22:1:0.04 66 83土6(포화수분) 

EP2 3단구해빈충 168:t9 2.76:1:0.05 24 6l:!:7( 현재수분) 
168:1:9 2.22土0.04 66 76:1:9 (포화수분) 

TR2A sand patch 187:t6 2. 7l:!:0. 05 20 69:t5( 현재수분) 
187土6 2. 37:t0. 04 44 79:t6( 포화수분) 

TR2B sand patch 17l:!:16 i 2. 71 :t0. 05 20 63:1:12 (현재수분) 
171 :t16 2. 37:t0. 04 44 72:t14 (포화수분) 

양남 0012안씨-1 2단구해빈충 133:t4 2.78:1:0.10 16 48土2

0012YN-2 2단구해빈충 144:1:9 2.75:1:0.10 15 52:1:4 
0011YN-1 2단구해빈충 168:1:9 2.68土0.09 11 63:t4 
0011 YN-2 2단구해빈충 177:t16 2.68:1:0.09 11 66:t6 
0011 안'1-3 2단구해빈충 209 :1:27 3. 12:t0.12 17 67: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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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계속) 

노-Z「며。 시료번호 시료종류 
퉁가선량 연간방사율 -ι「‘τ님r OSL 연대 

(Gy) (Gy/ka) (wt %) (ka) 

수렴단충 SUIE-l 3단구해빈충 175:t11 2. 56:tO. 03 26 68:t8( 현재수분) 
175:t11 2. 27:t0.04 38 77:t l0(포화수분) 

SUIE-2 3단구해빈층 191土11 2. 56:t0.03 26 75:t8( 현재수분) 
191 :t11 2. 27:t0. 04 38 84土10(포화수분) 

SUIE-3 3단구해빈층 236:t28 2. 56:t0. 03 26 92:t22 ( 현재수분) 
236:t28 2. 27:t0. 04 38 104:t24(포화수분) 

12SU-l 3단구해빈충 230土8 2. 65:t0.05 87:t6( 현재수분) 
230:t8 2. 38:t0.05 97:t8( 포화수분) 

SU3A 3단구해빈충 174:t19 2. OO:tO. 04 25 87:t19( 현재수분) 
174土19 1. 69:t0. 03 59 1 03:t23 (포화수분) 

관성 WKSl 2단구해빈층 181 :t16 3. 06:t0. 11 11 59:t6 
WKS2 2단구해빈층 201 :t11 3.30:t0.l0 9 61 :t4 
WKS3 2단구해빈층 233:tll 3. 43:t0.13 9 68:t4 
WKS4 2단구해빈충 222:t8 3. 28:t0. 11 10 68:t3 
WKS5 2단구해빈층 267:t19 3. 74:t0.09 7 71 :t5 

왜성 깨<R-5A 3단구해빈층 222:tl0 1. 99:t0. 08 20 112:t7 
쩨<R-5B 3단구해빈층 245:t16 2. 31 :tO. 09 19 106:t8 

나사 WKR-8A 2단구해빈충 176:t7 2. 64:t0.10 22 67:t4 
WKR-8B 2단구해빈층 179:t13 2. 90:t0. 11 22 62土5

비학 때<R-9A 2단구해빈충 143:t6 2. 61:tO. 10 21 55:t3 
WKR-9B 2단구해빈층 156:t11 2.75:tO.l0 17 57:t5 

울산단충대 
왕산 WS-IA 하안단구충 169:t16 3. 13:t0. 08 18 54:t7 

WS-IB 하안단구충 234:t7 3.09:t0.08 15 76:t5 
WS-IC 하안단구충 278:t8 3.10:t0.08 12 90:t6 
WS-3A 하안단구충 243:t7 2. 98:t0. 08 19 81土5

WS-3B 하안단구층 241 :t7 2. 95:t0. 08 19 82:t5 

입실 KR-IS-IA 계곡퇴적충 220:t122 3. 15:t0.19 70:t39 
KR-IS-IB 계곡퇴적층 206:tll 3.90:t0.23 53:t4 
KR-IS-2A 계곡퇴적층 158:t7 3.04:t0.19 52:t4 
KR-IS-2B 계곡퇴적충 155:t39 2. 46:t0.16 63:t16 

원원사 KR-WWS-IA 하안단구충 190:t6 5. 62:tO.36 34:t2 
KR-WWS-IB 하안단구층 198:t2 5. 95:t0.38 33: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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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a) 측정된 등가선량(measured dose)과 실험실조사량(given dose)의 
비. 1.0에 가까울수록 주어진 실험실 조사량을 잘 구한 것이다. (b) 수렴시료 
(SUIE-l)을 이 용한 dose recovery test. closed square(measured dose)와 open 
circle(given dose) 이 85 - 340 Gy 범 위 에 서 잘 일 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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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Blue-LED를 사용하여 제거한 후， 열전처리조건을 260 0

C, 10초로 고정하고 
cut-heat을 160

0

C 에서 260
0

C 까지 증가시키며 실험실조사량(given dose)를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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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역파편으로부터 

square)으로부터 구한 
그림 4-36 수렴단층 
인층(12SU-1 ， open 



0111PH-6, 0111PH-7, 0111PH-8의 OSL 연 대 는 53 :t8 ka, 72:t5 ka, 97:t7 

ka 로서 층서와 잘 부합하는 결과를 보이며， 0111PH-4와 0111PH-5에서 

구한 방사성탄소연대측정결과(각각 >43,460 y BP와 > 44,350 y BP)와 

일치한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preheat plateau test의 결과에서 

관찰되듯이， 0111PH-6과 0111PH-7의 시료의 경우， SAR법을 이용한 측정시 

적용되는 열전처리 (preheat)에 따라 얻어지는 등가선량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즉 열전처리온도를 높일수록， 측정 등가선량이 높아진다)， 이들 OSL 

연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2) 벽계 지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CPK -6, 75:t3 ka)와 Oxford 

대학의 결과(KR - BB-1A, > 88:t5 ka)가 일치하지는 않으나， 등가선량값이 

오차범위에서 비슷한 것으로 보아 연간방사선량 측정시 시료의 

불균칠성으로 인해 두 OSL 연대결과가 일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었다. 

나. 동해안 단층대 

(1) 용한리 지점 

35m platform 고사구의 OSL 연대는 재현성이 매우 뛰어나며 층서적인 

순서와도 잘 일치한다. 제일 하부에 위치하는 YH04, 05 시료의 OSL 연대는 

각각 108:t6 ka, 102:t5 ka이 며 그 상위 의 YH02, 03 시 료의 OSL 연 대 는 각각 

92 :t6 ka, 93 :t7 ka이 다. 제 일 상위 의 YH01 시 료는 64:t6 ka의 OSL 연 대 를 

가진다 

18m platform 고사구의 OSL 연 대 는 YH06, 07 시 료에 대 해 각각 51 :t2 

ka, 53:t3 ka로서 재현성이 매우 우수하다. 이 연대는 상위에 위치하는 peat 

층의 C-14 연대(시료 YH08; 30520:t820 yBP, Õ
13C = -26%0)에 의해 잘 지지 

된다. 

현재 해변에 위치하는 사구층의 OSL 연대는 YH09, 10 시료에 대해 

0.12:t0.01 ka, 0.16:t0.03 ka로서 오차범 위 내 에 서 잘 일치 한다. 

(2) 오류리 지점 
Component separation method를 이용한 등가선량측정으로 얻은 OSL 

연대측정결과는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49:t4 ka(OR21) • 51 :t10 ka(OR23) 

• 52 :t5 ka( ORl) • 55:t12 ka(OR3) • 64:t3 ka( OR5)로서 층서 와 잘 

부합되고 관성， 양남 및 용한리 지점의 제2단구 OSL연대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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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읍천단층 지점 
OSL 연대가 오차범위 내에서 서로 일치한다. 즉 EP1 , EP2 시료는 OSL 

연대가 각각 67 :t5 ka, 61 :t7 ka이고 그보다 아래에 위치한 TR2A, TR2B 

시료의 경우 각각 69:t5 ka, 63 :t 12 ka이다. 이 연대는 수분함량의 변화를 

고려하여 최소 퇴적시기로 제안한다(8. 토의 부분 참조). 

(4) 양남 지점 

두 개의 양남 시료(O0l1YN-1 ， 0012YN-1)에 대해서 LM-OSL 실험결과， 

이들이 OSL 연대측정에 있어 오류를 야기시키는 신호를 포함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220
0

C 의 cut-heat을 사용하여 신뢰성 있는 등가선량을 

얻을 수 있었다. 220
0

C 의 cut-heat을 적용하여 얻은 OSL 연대측정결과는 48 

- 67 ka 범위로서 관성， 오류리 노두 2단구 해빈층 및 용한리 고사구에 대한 

OSL 결과와 잘 부합된다. 

(5) 수렴단층 지점 

수 렴 단층 지 역 의 시 료 중 SU1E-2 시 료에 대 한 preheat plateau test 

결과는 그림 4-33d와 같다. 2200C - 3000C 범위에서 열전처리 온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축적선량 측정값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전체 온도범위의 

plateau를 얻지는 못했지만 오차범위를 고려할 때 240oC-280oC 온도범위의 

plateau는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자연축적선량 측정값은 2600C 열 전처리에 

의한 값을 보고하며 수분 함량의 변화를 고려한 최소 퇴적시기는 68:t8 -

92 :t22 ka 범 위 이 다(8. 토의 부분 참조). 

SU1E-1 시료에 대해서는 85Gy, 170Gy, 255Gy, 340Gy의 4개 recovery 

dose를 주고， 이 값의 재연 여부를 SAR 방법으로 점검하였다. 그 결과는 그 

림 4-34b와 같은데 결정된 모든 값은 실험실에서 조사한 recovery dose에 

대하여 오차범위 내에서 좋은 일치를 보였다. 

수렴단층 지역의 제4기층은 풍화정도가 매우 심해 역이 쉽게 부스러진다. 

따라서 석영의 분리과정 중에서 부스러진 역의 파편이 시료에 혼합될 가능 

성이 있다. 앨로패인이 풍부한 시료의 경우 역의 풍화도가 낮아(Jeong et al. , 

2002) 이러한 문제점이 없다. 앨로패인이 풍부한 층으로부터 석영입자를 입 

자크기별(약 100-460μm)로 분리하여 자연축적선량을 같은 크기의 역 파편값 

과 비교하였다(그림 4-36). 그 결과 입자크기별로 자연축적선량이 거의 일정 

하였고 석영의 값(평균 230:t8 Gy)에 비해 역 파편의 값(평균 321 :t16 Gy)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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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석영의 자연축적선량 측정값이 역의 영향을 받은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앨로패인층의 석영이 가지는 OSL 연대 

(12SU-1)가 좋은 참고치 가 될 수 있다. 

(6) 관성 지점 

OSL 연대측정에 오류를 줄 수 있는 루미네선스 신호를 220 0C 의 

열전처리로 제거한 후 재현성이 좋고 층서적으로도 잘 부합되는 59 :1:6 

ka(상부)에서 71 :1:5 ka(하부) 범위의 연대를 얻었다. 

(7) 왜성， 나사， 비학 지점 

왜성， 나사， 비학 지점에서 채취된 시료들은 루미네선스 특성이 OSL 

연대측정에 매우 적합하였다. 즉， OSL연대측정에 사용되는 신호를 방해하는 

잡신호가 없으며， 루미네선스의 세기도 매우 높았다. 왜성 시료(WKR-5A， 

WKR-5B)에서는 약 110 ka, 나사 시료(WKR-8A， WKR-8B)에서는 약 65 

ka의 연대를， 그리고， 비학 시료(WKR-9A， WKR-9B)에서는 55-57 ka의 

연대를 얻을 수 었었다. 

다. 울산단층대 

(1) 왕산 지점 

왕산 지 점 에 서 는 5개 의 시 료(WS-1A， WS-1B, WS-1C, WS-3A와 

WS-3B)에 대해서 OSL 연대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54 :1:7 - 90 :1:6 ka 

범위이다. 시료의 preheat plateau test 결과는 그림 4-33e와 같다. 20 0C 
간격으로 각 온도당 5개의 aliquot씩 test 한 결과 220

0

C 에서 260
0

C까지 

비교적 일정한 등가선량을 보인다. 또한， WS-1B을 이용한 dose recovery 

test(cut-heat plateau) 결과， 260 0C (10초)의 열전처리조건을 사용하였을 때， 

160 0

C -240
o

C 의 cut-heat으로 실험실조사량을 오차범위 내에서 정확히 

측정해 낼 수 있었다. 

부정합면으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할 때， 단층하반의 WS-1B 시료는 

상반의 WS-3A, WS-3B와 비슷한 연대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고， OSL 

연대 역시 76 :1:5 ka(WS-1B), 81 +5 ka(WS-3A), 82 :1:5 ka(WS-3B)로 오차 

범위에서 일치하는 값을 보인다. 

(2) 입실 지점 

Oxford 대학의 자료는 재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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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료(KR-IS-IA와 KR-IS-IB)는 상부층의 두 시 료(KR-IS-2A와 

KR-IS-2B)와 오차범위 내에서 동일한 5만년 내지 7만년 사이의 결과이지만 

층서적언 순서에 부합되지는 않는다. 

(3) 원원사 지점 

KR-WWS-IA와 KR-V\매TS-IB는 같은 층준에서 채취한 하안단구 시료 

이며， 이에 대한 Oxford 대학의 OSL 연대 자료는 각각 34:t2 ka, 33:t2 ka로 

서 재현성이 매우 좋다. 또한 이 OSL 연대는 최위찬 외 (2000)의 방사성탄소 

연대 (33270:t230 y BP)와 잘 부합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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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토의 

표 5-1에 연대측정 결과를 종합 정리하였다. 이 자료와 기존 참고문헌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단층운동 시기를 정리한다. 

1. 양산단층대의 단층운동 시기 

가. 평해 지점 

단층비지의 Rb-Sr. K-Ar 연대측정 결과가 많이 달라 단층비지의 연대를 

정의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Ar-Ar 연대측정 결과를 토대로 재해석되어 

야 할 것이다. 단층에 의해 절단된 4기층의 C-14 연대는 모두 연대측정 범 

위를 초과하여 적어도 5만년 이상된 지층임이 분명하다. 471 층의 OSL 연대 

는 53+8 - 97+7 ka로 층서와 잘 부합되지만 일부 시료에 대해 실험적인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나. 자부터 지점 

Rb-Sr 연대로 볼 때 단층비지의 생성연대는 71 +5 Ma로 판단된다. 

다. 보경사 지점 

Rb-Sr 연대로 볼 때 단층비지의 생성연대는 16.5+0.1 Ma로 판단된다. 
단층대 모암인 응회암의 K-Ar 연대는 36+2 Ma로 보고된 바 있다. 단층대 

를 충진한 탄산염암의 U 농도는 매우 낮아(수 ppb 수준) U-Pb법이나 U 계 

열 비평형법을 실시하기 어렵다. 

라. 유계리 지점 

Rb-Sr 연대로 볼 때 단층비지의 생성연대는 29.6+0.2 Ma로 판단된다. 
이 자료는 단층의 최소시기를 지시하는 파쇄대 충진 불석맥의 K-Ar 연대 

(21.4 + 0.5 Ma)에 의해 잘 지지된다. charcoal 시료의 C-14 연대(경재복과 장 

태우， 2001)는 단층운동의 최후 시점을 1930년 전 이후까지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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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연대측정 결과 요약. 
노두명 시료번호 시료종류 분석방법 분석기관 분석결과 비고 

양산단충대 

평해 0 1l 1PH-2 단충비지 Rb-Sr I엉SI 8 1. 3土0.3 Ma <0.2 μm 
K-Ar KBSI 42.3 :t0.9 Ma <0.2 μm 

0111PH-9 단층비지 Rb-Sr KBSI 94.9 :t0 .4 Ma <0.2 μm 
K-Ar KBSI 39.6:t0.8 Ma <0.2 μm， Ar-Ar 준비 중 

Ph 1 단층비지 ESR 강원대학교 500:t70 ka 평탄(E’)， 한전전력연구원(2003) 
Ph 2 단충비지 ESR 강원대학교 420:t70 ka 최대(E’)， 한전전력연구원(2003) 

0111PH-4 charcoal C-14 Geochron >43460 y BP 
01l1PH-5 charcoal C-14 Geochron >44350 y BP 

식물화석 C-14 Geochron >57280 y BP 최위찬 외 (2000) 

식물화석 C-14 Geochron >56340 y BP 최위찬 외 (2000) 
0111PH-6 4기충 OSL I염SI 53土 8 ka 추가실험 필요 
0111PH-7 4기층 OSL KBSI 72土 5 ka 추가실험 필요 
0111PH-8 4기층 OSL KBSI 97土 7 ka 

자부터 CYS-2C 단층비지 Rb-Sr KBSI 7 l:t5 Ma < 1 μm 
K-Ar KBSI 63土 1 Ma <1 μm 

Jbt S-l 단층비지 ESR 강원대학교 920士90 ka 이희권 (200 1), 평탄 (E') 
Jbt S-4 단층비지 ESR 강원대학교 850土80 ka 이회권 (200 1), 최대 (E') 
JbtN-1 단층비지 ESR 강원대학교 890:t 120 ka 이희권 (200 1), 최대 (E') 

Jbt N-ll 단층비지 ESR 강원대학교 920土90 ka 이희권 (200 1), 최대 (E') 

덕곡 Ydgm 단층비지 ESR Mcmaster Univ. 660土30 ka 다평 탄(E’， AJ), 최 위 찬외 (2000) 
Ydgt 단충비지 ESR Mcmaster Univ. 650:t30 ka 다평 탄(E’， AJ), 최 위 찬외 (2000) 

보경사 0007BK-1 단층비지 Rb-Sr KBSI 16.5土0.1 Ma <0.2 μm 
K-Ar KBSI 20.5 :t0 .4 Ma <0.2 μm 

응회암 K-Ar 동경대 36:t2 Ma 최위찬 외 (2000) 

유계리 0111 YG-1 단층비지 Rb-Sr KBSI 29.6 :t0.2 Ma <0.2 μm 
K-Ar KBSI 34.2:t0.7 Ma <0.2 μm 

단층비지 K-Ar KBSI 약 39 Ma 경재복과 장태우(200 1) 
0111YG-3 불석맥 K-Ar KBSI 21.4:t0.5 Ma 

YGG1 단층비지 ESR Mcmaster Univ. 800土30 ka 평탄(E')， 최위찬외 (2000) 
YGG2 단층비지 ESR Mcmaster Univ. 850:t llO ka 평 탄(AJ)， 최 위 찬외 (2000) 
YGG3 단충비지 ESR Mcmaster Univ 460:t20 ka 다센터(E'， AJ), 최위찬외 (2000) 
Yg 1 단층비지 ESR 강원대학교 520士50 ka 평탄(E') 
Yg 2 단충비지 ESR 강원대학교 590土50 ka 평탄 (E’) 

charcoal C-14 서울대 39400土570 y BP 경재복과 장태우(200 1) 
charcoal C-14 서울대 36600:t780 y BP 경재복과 장태우(200 1) 
charcoal C-14 서울대 25900士730 y BP 경재복과 장태우(200 1) 
charcoal C-14 서울대 9870:t340 y BP 경 재복과 장태우(200 1) 
charcoal C-14 서울대 6250:t 150 y BP 경 재복과 장태우(200 1) 
charcoal C-14 서울대 3060:t80 y BP 경재복과 장태우(200 1) 
charcoal C-14 서울대 2410土90 y BP 경재복과 장태우(200 1) 
charcoal C-14 서울대 1930:t90 y BP 경재복과 장태우(200 1) 
charcoal C-14 Nagoya Univ > 40-50 ka 최위찬 외 (2000) 

반곡 Bg 1 단충비지 ESR 강원대학교 640:t60 ka 최대 (Ti) 

벽계 0111CPK-4 단층비지 Rb-Sr KBSI 27.1 土0.4 Ma <0.2 μm 
K-Ar KBSI 42.8 :t0.9 Ma <0.2 μm 

Byug 1 단층비지 ESR 강원대학교 420:t30 ka 평탄 (E') 
Byug 2 단충비지 ESR 강원대학교 400士20 ka 평탄 (E') 
Byug 3 단충비지 ESR 강원대학교 870:t70 ka 평탄 (E') 
CPK-6 4기충 OSL KBSI 75 :t3 ka 

KR-BB-1A 4기층 OSL Oxford Univ. >88 :t5 ka 

배내골 CBN-1 단층비지 Rb-Sr KBSI 50.7士 0.9 Ma <0.2 μm 
K-Ar KBSI 64 :t 1 Ma <0.2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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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계속) 

노두명 시료번호 시료종류 분석방법 분석기관 분석결과 비고 

Bae 1 단충비지 ESR 강원대학교 saturated 이회권 (200 1) 
Bae 2 단충비지 ESR 강원대학교 saturated 이희권 (200 1) 
Bae 3 단충비지 ESR 강원대학교 saturated 이회권 (200 1) 

상천리 단충비지 Rb-Sr KBSI 32土 3 Ma < 1μm， 사공회 외(1 998) 

Sang 2 단충비지 ESR Mcmaster Univ. 850士240 ka 최대 (E'), 최위창 외 (1998) 

Sang 3 단충비지 ESR Mcmaster Univ. 630:t 150 ka 최대 (E') , 최위찬 외(1998) 
Sang 4 단충비지 ESR Mcmaster Univ. 520士50 ka 다센터 (Al , T i), 최위찬 외 (1998) 
Sang 5 단충비지 ESR Mcmaster Univ. 660土60 ka 다센터 (Al , T i), 최위찬 외(1998) 
Sang 6 단층비지 ESR Mcmaster Univ. 540:t60 ka 평탄 (Ti), 최위찬 외(1998) 
Sang 7 단충비지 ESR Mcmaster Univ. 480士40 ka 평탄 (Ti), 최위찬 외(1998) 
Sang 8 단충버지 ESR Mcmaster Univ. 340土30 ka 최대 (Ti), 최위찬 외(1998) 

가천-1 CGCl-2 단충비지 Rb-Sr KBSI 27土 11 Ma <0.2 μm 
K-Ar KBSI 36.0土0.7 Ma <0.2 μm 

0111GC-6 단충비지 Rb-Sr KBSI 32.5:t0.3 Ma <0.2 μm 
K-Ar KBSI 39.3土0.8 Ma <0.2 μm 

0112GC-1 단충비지 Rb-Sr KBSI 23:t 1 Ma <0.2 μm 
K-Ar KBSI 39:t3 Ma <0.2 μm 

Ka 1-1 단층비지 ESR 강원대학교 1010土 190 ka 평 탄 (Ti), 이 희 권 (200 1) 
Ka 1-2 단층비지 ESR 강원대학교 1000:t260 ka 최대 (Ti), 이회권 (200 1) 
Ka 1-3 단층비지 ESR 강원대학교 1290土250 ka 평 탄 (Ti), 이 희 권 (2001) 
Ka T-1 단층비지 ESR 강원대학교 1150土 160 ka 최 대 (Ti), 이 희 권 (200 1) 
Ka T-2 단층비지 ESR 강원대학교 1150:t70 ka 평 탄 (Ti), 이 희 권 (200 1) 
Ka T-3 단충비지 ESR 강원대학교 1150土 110 ka 평 탄 (Ti), 이 회 권 (200 1) 
Ka T-5 단충비지 ESR 강원대학교 1290:t 110 ka 평 탄 (Ti), 이 희 권 (200 1) 

가천-2 Ka 2-1 단층비지 ESR 강원대학교 750:t90 ka 평탄 (E'), 이회권 (200 1) 
Ka 2-2 단충비지 ESR 강원대학교 830土 130 ka 최대 (E’), 이희권 (200 1) 

조일 CJI-1 단층비지 Rb-Sr KBSI 26.3:t0.3 Ma <0.2 μm 
K-Ar KBSI 63土 1 Ma <0.2 μm 

Joil 1 단층비지 ESR 강원대학교 800土 100 ka 다센터 (Al , E’), 이희권 (200 1) 
Joi12 단층비지 ESR 강원대학교 830土 190 ka 평탄 (E'), 이희권 (200 1) 

곡천리 0205KOK77A 불석맥 K-Ar KBSI 1 1. 3土0.4 Ma 
0205KOK77B 단충비지 Rb-Sr KBSI 23.1 土0.1 Ma <0.2 μm 

K-Ar KBSI 35土 1 Ma <0.2 μm 

서생 서생 -1 단충비지 ESR 강원대학교 saturated 
서생-2 단층비지 ESR 강원대학교 saturated 
서생-3 단충비지 ESR 강원대학교 saturated 
서생 -4 단충비지 ESR 강원대학교 saturated 

교동 교통-5 단층비지 ESR 강원대학교 saturated 
교동-6 단충비지 ESR 강원대학교 310:t20 ka 다센터 (Al, E') 
교동-8 단충비지 ESR 강원대학교 380土60 ka 최대 (E') 

다방 다방-132 단충비지 ESR 강원대학교 saturated 

통해안단충대 

용한리 YH01 고사구층 OSL KBSI 64 :t6 ka 한수원(2003) 

YH02 고사구층 OSL KBSI 92土6 ka 한수원(2003) 

YH03 고사구층 OSL KBSI 93 :t7 ka 한수원(2003) 

YH04 고사구층 OSL KBSI 108:t6 ka 한수원(2003) 

YH05 고사구충 OSL I염SI 102土 5 ka 한수원(2003) 

YH06 고사구충 OSL KBSI 51 土 2 ka 한수원(2003) 

YH07 고사구층 OSL KBSI 53土3 ka 한수원(2003) 

YH08 peat C-14 Geochron 30520:t820 yBP 한수원(2003) 

YH09 고샌구층 OSL KBSI 0.12土0.01 ka 한수원(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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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10 고사구충 OSL KBSI 0.16土0.03 ka 한수원(2003) 

오류리 응회암 K-Ar 동경대 55土3 Ma 최위찬 외 (2000) 
OR21 2단구 해빈층 OSL KBSI 49土 4 ka 
OR22 2단구 해빈층 OSL KBSI 48 :t8 ka 
OR23 2단구 해빈층 OSL KBSI 5 l:t 10 ka 
OR24 2단구 해빈충 OSL KBSI 5 l:t8 ka 
OR1 2단구 해빈충 OSL KBSI 52土 5 ka 
OR2 2단구 해빈층 OSL KBSI 52:t3 ka 
OR3 2단구해빈층 OSL KBSI 55土 12 ka 
OR4 2단구해빈층 OSL KBSI 56:t5 ka 
OR5 2단구해빈층 OSL I영SI 64:t3 ka 
OR6 2단구해빈충 OSL KBSI 65 :t6 ka 

KR-GP-1A 2단구 해빈충 OSL Oxford Univ. >52 :t3 ka 
KR-GP-1B 2단구 해빈층 OSL Oxford Univ. 50土 7 ka 

읍천단충 단층비지 Rb-Sr KBSI 52 :t8 Ma < 1μm， 사공희 외 (1998) 

단층비지 Rb-Sr KBSI 64.2土0.5 Ma < 1μm， 사공희 외 (998) 
Up 13 단충비지 ESR Mcmaster Univ. 1470土90 ka 평탄 (AJ), 최위창 외 (1998) 
Up 15 단충비지 ESR Mcmaster Univ. 1930:tl60 ka 평탄 (AJ), 최위찬 외 (1998) 
Up 16 단충비지 ESR Mcmaster Univ. 1180土250 ka 평탄 (AJ), 최위찬 외 (1998) 
Up 17 단층비지 ESR Mcmaster Univ. 1820土210 ka 다센터 (Al , T i), 최위찬 외 (998) 
Up 18 단충비지 ESR Mcmaster Univ. 1060:t80 ka 평탄 (Ti), 최위찬 외 (998) 
EP1 3단구 해빈충(?) OSL KBSI 67土 5 ka 한수원(2003) ， 현재수분 기준 

83士6 ka 한수원(2003) ， 포화수분 기준 
EP2 3단구 해빈층(?) OSL KBSI 61土7 ka 한수원(2003) ， 현재수분 기준 

76土9 ka 한수원(2003) ， 포화수분 기준 
TR2A sand patch OSL KBSI 69士 5 ka 한수원(2003) ， 현재수분 기준 

79 :t6 ka 한수원(2003) ， 포화수분 기준 
TR2B sand patch OSL KBSI 63 :t12ka 한수원(2003) ， 현재수분 기준 

72:t14 ka 한수원(2003) ， 포화수분 기 준 
양남 00l 2YN-1 2단구 해빈층 OSL KBSI 48土 2 ka 한수원(2003) 

00l 2YN-2 2단구 해빈충 OSL KBSI 52 :t4 ka 한수원(2003) 
00l 1YN-1 2단구 해빈충 OSL KBSI 63 :t4 ka 한수원(2003) 
0011 YN-2 2단구 해빈층 OSL KBSI 66土 6 ka 한수원(2003) 
0011 YN-3 2단구 해빈층 OSL KBSI 67士 9 ka 한수원(2003) 

수렴단충 CSU-4 단층비지 Rb-Sr KBSI 25.9土0.2 Ma 2-5 μm 
K-Ar I엉SI 20.6土0.4 Ma 2-5 μm， Ar-Ar 준비 중 
Rb-Sr KBSI 63.5:t0 .4 Ma 1-2 μm 
K-Ar KBSI 52土 1 Ma 1-2 μm 
Rb-Sr KBSI 99土6 Ma < 1μm 
K-Ar KBSI 114 :t2 Ma < 1μm， Ar-Ar 준비 중 

CSU-6 단층비지 Rb-Sr KBSI 98土 10 Ma < 1μm 
K-Ar KBSI 118士2 Ma < 1μm 

Su 1 단층버지 ESR Mcmaster Univ. 380:t30 ka 평탄 (Ti), 최위찬 외 (1998) 
Su 4 단충비지 ESR Mcmaster Univ. saturated 최위찬 외 (998) 
Su 7 단충비지 ESR Mcmaster Univ. 280士20 ka 평탄 (Ti), 최위찬 외 (998) 

Su 1A 단충비지 ESR 강원대학교 770土 100 ka 한수원(2003) ， 최대 (AJ) 
Su 1B 단층버지 ESR 강원대학교 saturated 한수원(2003) 

3단구해빈층 OSL Mcmaster Univ. 20士9 - 18 :t8 ka 최위찬 외 (2000) 
3단구해빈충 OSL Oxford Univ. 32:t4 ka Kwon et a1.(999) 
3단구 해빈층 OSL Oxford Univ. 53:t6 ka Kwon et a1.(999) 
3단구 해빈층 OSL Oxford Univ. 58 :t12ka Kwon et a1.(999) 

SUlE-1 3단구 해빈층 OSL KBSI 68士 8 ka 한수원(2003) ， 현재수분 기준 
77 :tlO ka 한수원(2003) ， 포화수분 기 준 

SUlE-2 3단구해빈층 OSL KBSI 75土 8 ka 한수원(2003) ， 현재수분 기준 
84土 10 ka 한수원(2003) ， 포화수분 기준 

SUlE-3 3단구 해빈충 OSL KBSI 92土 22 ka 한수원(2003) ， 현재수분 기준 
104:t24 ka 한수원(2003) ， 포화수분 기 준 

12SU-1 3단구해빈층 OSL KBSI 87土6 ka 한수원(2003) ， 현재수분 기준 
(앨로돼인 교결충) 97土8 ka 한수윌(2003) ， 포활숭분 j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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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3A 3단구해빈충 OSL KBSI 87土 19 ka 한수원(2003) ， 현재수분 기준 
103土 23 ka 한수원(2003) ， 포화수분 기준 

관성 WKS1 2단구해빈층 OSL KBSI 59 :1:: 6 ka 
WKS2 2단구해빈층 OSL KBSI 61士4 ka 

WKS-3 2단구 해빈층 OSL KBSI 68土4 ka 
WKS-4 2단구 해빈충 OSL KBSI 68 :1: 3 ka 
WKS-5 2단구 해빈층 OSL KBSI 71土 5 ka 

정자-1 2단구 상위 peat C-14 Geochron 30170土 160 y BP 최위찬 외 (2000) 
2단구 상위 peat C-14 Geochron 32730土220 y BP 최위찬 외 (2000) 
2단구 상위 peat C-14 Geochron 35730 :1:: 300 y BP 최위찬 외 (2000) 

왜성 WKR-5A 3단구 해빈충(7) OSL KBSI 112土7 ka 한수원(2002) 
WKR-5B 3단구 해빈층(7) OSL KBSI 106 :1:: 8 ka 한수원(2002) 

나사 WKR-8A 2단구해빈충 OSL KBSI 67士4 ka 한수원(2002) 
WKR-8B 2단구 해빈층 OSL KBSI 62 :1:: 5 ka 한수원(2002) 

비학 WKR-9A 2단구 해빈층 OSL KBSI 55 :1:: 3 ka 한수원(2002) 
WKR-9B 2단구해빈충 OSL KBSI 57士 5 ka 한수원(2002) 

울산단충대 
오어사 00070E-1 단층비지 Rb-Sr KBSI 3.2土1.7 Ma <0.2 μm 

K-Ar KBSI 6.1土0.3 Ma <0.2 μm 
ESR 강원대학교 760 :1:: 50 ka 평탄 (E') 

왕산 WS-2A 단층비지 Rb-Sr KBSI 14.0土0.3 Ma < 0.2 μrn， 한수원(2003) 

K-Ar KBSI 19.1 土0.6 Ma < 0.2 μrn， 한수원(2003) 

ESR 강원대학교 51O:!:2 1O ka 한수원(2003) ， 최 대 (AJ) 
WS-2B 단층비지 Rb-Sr KBSI 13.5 :1:: 0.3 Ma < 0.2 μrn， 한수원(2003) 

K-Ar KBSI 18.6土0.7 Ma < 0.2 μrn， 한수원(2003) 

ESR 강원대학교 520土 110 ka 한수원(2003) ， 최대 (AJ) 
단층비지 K-Ar Okayarna Univ. 14.8土1. 3 Ma 조규환 외 (200 1)， 0.05-0.35 μm 

Ws2 단충버지 ESR 강원대학교 590士50 ka 다평탄 (E’, AJ) 
Ws3 단충비지 ESR 강원대학교 600土70 ka 다평탄 (E' , AJ) 
Ws6 단층비지 ESR 강원대학교 570 :1:: 120 ka 평탄 (AJ) 
Ws7 단층비지 ESR 강원대학교 520土 140 ka 평탄 (AJ) 

WS-1A 하안단구 퇴적층 OSL KBSI 54 :1:: 7 ka 한수원(2003) 
WS-1B 하안단구퇴적충 OSL KBSI 76 :1:: 5 ka 한수원(2003) 
WS-1C 하안단구 퇴적충 OSL KBSI 90土 6 ka 한수원(2003) 

WS-3A 하안단구 퇴적충 OSL KBSI 81 土 5 ka 한수원(2003) 
WS-3B 하안단구퇴적충 OSL KBSI 82土 5 ka 한수원(2003) 

마통-1 CMD-1 단층비지 Rb-Sr KBSI 35.6 :1:: 0.4 Ma <0.2 μm 
K-Ar KBSI 80土 2 Ma < 0.2 μrn ， Ar-Ar 준비 중 

Ma-1 단층비지 ESR 강원대학교 320土30 ka 평탄 (T j) 

CMD-2 단층비지 Rb-Sr KBSI 10.7 :1:: 0.6 Ma <0.2 μm 
K-Ar KBSI 110士 2 Ma <0.2 μm 

Ma-2 단층비지 ESR 강원대학교 820 :1:: 90 Ma 다센터 (Ti , AJ) 

마동-2 0007MD2-2 단층비지 Rb-Sr KBSI 24 :1:: 4 Ma <0.2 μm 
(수성지) K-Ar KBSI 48 :1:: 1 Ma <0.2 μm 

0104SS-1 탄화목 C-14 서울대 37900 :!::l 50 y BP 

신계 0104SG-3 단충비지 K-Ar KBSI 18.2土0.4 Ma <0.2 μm 

장항리 0007JH-1 단충비지 Rb-Sr KBSI 5.58士0.06 Ma <0.2 μm 
K-Ar KBSI 138 :1:: 3 Ma < 0.2 μrn ， Ar-Ar 준비중 
ESR 강원댄할교 800:!:100 ka 달센턴 (E' , 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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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7JH-2 단충비지 ESR 강원대학교 760:1:80 ka 다센터 (E' , A[) 
0007JH-4 탄산염암맥 234U_230Th KBSI 48土41 ka TSD법 적용 결과 

감산사 CGN-1 단층비지 Rb-Sr KBSI 37 .4:1:1.0 Ma < 0.2 μm 
(패릉) K-Ar KBSI 44.7 :1: 0.9 Ma <0.2 μm 

CGN-2 단충비지 Rb-Sr KBSI 40.6 :1:1.2 Ma <0.2 μm 
K-Ar KBSI 46.5土0.9 Ma <0.2 μm 

CGN-4 단충비지 Rb-Sr KBSI 37.3 :1: 0.6 Ma <0.2 μm 
K-Ar KBSI 46.0土0.9 Ma <0.2 μm 

Kw 1 단층비지 ESR 강원대학교 240土20 ka 다센터 (Al , T j) 
Kw 2 단충비지 ESR 강원대학교 320土20 ka 평탄 (T j) 
Kw 3 단충비지 ESR 강원대학교 370土20 ka 평탄 (Tj) 
Kw4 단충비지 ESR 강원대학교 320土20 ka 평탄 (Ti) 
Kw 5 단충비지 ESR 강원대학교 300土 10 ka 평탄 (Ti) 

활성리 0104HS-l 단층비지 K-Ar KBSI 17.0土0.4 Ma <0.2 μm 

말방리 CMB-2 단층비지 K-Ar KBSI 114土 2 Ma 2-5 μm， Ar-Ar 준비 중 
K-Ar KBSI 160士 3 Ma 1-2 μm 
K-Ar KBSI 183 :1: 3 Ma < 111m, Ar-Ar 준비중 
Rb-Sr KBSI 189 :1: 15 Ma < 1 μm 

Mb 1 단충비지 ESR Mcmaster Univ. 160 :1: 30 ka 최대 (OHC) , 최위찬 외(1998) 
Mb 2 단충비지 ESR Mcmaster Univ. 180土60 ka 최대 (OHC) , 최위찬 외(1998) 
Mb 3 단층버지 ESR Mcmaster Univ. 500 :1: 70 ka 다센터 (E' , OHC) , 최위찬 외(1998) 
Mb4 단충버지 ESR Mcmaster Univ. 180士 5 ka 평탄 (Ti), 최위찬 외 (998) 
Mb 9 단충비지 ESR Mcmaster Univ. 210土 10 ka 평탄 (Ti), 최위찬 외 (998) 

개콕-3 Ggg 1 단층비지 ESR Mcmaster Univ. saturated 최위찬 외 (2000) 
Ggg 2 단층비지 ESR Mcmaster Univ. saturated 최위찬 외 (2000) 

개곡-2 CKG2-2 단층바지 K-Ar KBSI 9.0土0.2 Ma <0.2 μm 

개곡-1 0006KG-1 단충비지 Rb-Sr KBSI 42 :1: 6 Ma <0.2 μm 
K-Ar KBSI 80 :1: 2 Ma < 0.2 μm， Ar-Ar 준비 중 

0006KG-2 단충비지 Rb-Sr KBSI 40土 6 Ma <0.2 μm 
K-Ar KBSI 45.0士0.9 Ma < 0.2 μm 

330-2 단충비지 K-Ar Okayama Univ 34.9土0.9 Ma 조규환 외 (200 1)， 0.05-0.35 μm 
Gaegokl-1 단층비지 ESR 강원대학교 saturated 

CKG1-1 peat C-14 서울대 7850:!:1 00 y BP 
peat C-14 Nagoya Univ. 7820 :1: 220 y BP 

CKGI-3 4기사암층 OSL Risoe Nat. Lab. 12 :1: 1 ka 

입설 CIPIR-2 단충비지 Rb-Sr KBSI 30.5 :1:1.4 Ma < 1 μm 
K-Ar KBSI 37.3土0.7 Ma < 1 μm 

CIPIR-11 단층비지 Rb-Sr KBSI 30.3 :1:1.8 Ma 2-5 μm 
K-Ar KBSI 39.1 土 0.8 Ma 2-5 μm， Ar-Ar 준비 중 
Rb-Sr KBSI 3 1.3:1:1.6 Ma 1-2 μm 
K-Ar KBSI 37.8土0.8 Ma 1-2 μm 
Rb-Sr KBSI 30.5土1.4 Ma < 1 μm 
K-Ar KBSI 38.3土0.8 Ma < lmm, Ar-Ar 준비중 

CIPIR-12A 단층비지 K-Ar KBSI 44.8 :1: 0.9 Ma 2-5 μm 
K-Ar KBSI 38.6 :1: 0.8 Ma 1-2 μm 
K-Ar KBSI 37 .4:1:0.7 Ma < 1 μm 
Rb-Sr KBSI 23.8 :1:1. 8 Ma < 1 μm 

CIPRB-2 단충비지 Rb-Sr KBSI 24.3 :1:1.1 Ma < 1 μm 
K-Ar KBSI 37. l:!:0.7 Ma < 1 μm 

CIPRB-5 단충비지 Rb-Sr KBSI 23 .4:1:1. 2 Ma < 1 μm 
K-Ar KBSI 35.9 :1: 0.7 Ma < 1 μm 

CIPMA-1 단충비지 Rb-Sr KBSI 27.8 :1:1.3 Ma < 1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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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 KBSI 38.1 士0.8 Ma < 1 μm 

CIPMA-2 단충비지 K-Ar KBSI 37.0土0.7 Ma < 1 μm 
Ip 1 단층비지 ESR Mcmaster Univ. 1600:!::190 ka 평탄 (E’). 최위찬 외(1998) 
Ip 2 단충비지 ESR Mcmaster Univ. 1550土 120 ka 평탄 (E ’). 최위찬 외(1998) 
Ip 3 단층비지 ESR Mcmaster Univ. 1720土240 ka 평탄 (E’). 최위잔 외(1998) 
Ip 5 단층비지 ESR Mcmaster Univ. 1940:!::320 ka 최대 (E ’). 최위찬 외(1998) 
Ip 6 단층비지 ESR Mcmaster Univ. 2230土710 ka 최대 (E’). 최위찬 외(1998) 
Ip 7 단층비지 ESR Mcmaster Univ 1130:!::100 ka 평탄 (E'). 최위찬 외(1998) 

CIPIR-8 불석맥 K-Ar KBSI 1.62:!::0.04 Ma 
CIPIR-9 불석맥 K-Ar KBSI 1. 83土0.04 Ma 

K-Ar KBSI 1. 69土0.04 Ma 
9912IPIR 탄산염암맥 234U_230Tb KBSI >350 ka secular equilibrium 

KR-IS-1A 4기충 OSL Oxford Univ. 70士39 ka 
KR-IS-1B 4기층 OSL Oxford Univ. 53土 4 ka 
KR-IS-2A 4기충 OSL Oxford Univ. 52:!::4 ka 
KR-IS-2B 4기층 OSL Oxford Univ. 63土 16 ka 
0007IP-2 유기점토층 C-14 서울대 39100土2000 y BP 

원원사 CWW-1 단층비지 Rb-Sr KBSI 32:!::3 Ma < 1 μm 
K-Ar KBSI 43.2土0.9 Ma < 1 μm 
K-Ar KBSI 42.3土0.8 Ma 1-2 μm 
K-Ar KBSI 4 1.4土0.8 Ma 2-5 μm 

CWW-2 단충비지 Rb-Sr KBSI 8.3:!::0.4 Ma < 1 μm 
K-Ar KBSI 33.4土0.7 Ma < 1 μm 

CWW-3 단충비지 Rb-Sr KBSI 28.5:!::0.3 Ma < 1 μm 
K-Ar KBSI 42.3:!::0.8 Ma < 1 μm 

16Ww 단충비지 K-Ar Okayama Univ. 38.5:!:: 1. 1 Ma 조규환 외 (200 1). 0.05-0.35 μm 
Won 3 단층비지 ESR Mcmaster Univ. 130土 10 ka 평탄 (E’). 최위찬 외(1 998) 
Won 4 단층비지 ESR Mcmaster Univ. 200:!::30 ka 최대 (E'). 최위찬 외(1998) 
Won 5 단층비지 ESR Mcmaster Univ. 400:!::20 ka 다평탄 (E'. A!). 최위찬 외 (1998) 
Won 7 단층비지 ESR Mcmaster Univ. 460:!::50 ka 평탄 (A!). 최위찬 외(1 998) 

Won 10 단층비지 ESR Mcmaster Univ. 230:!::60 ka 최대 (A!). 최위창 외(1998) 
Won 12 단층비지 ESR Mcmaster Univ. 71O:!::50 ka 평탄 (All. 최위찬 외(1998) 
Won 15 단충비지 ESR Mcmaster Univ. 480:!::30 ka 평탄 (A!). 최위찬 외(1998) 

KR-WWS-1A 하안단구층 OSL Oxford Univ. 34:!::2 ka 
KR-WWS-1B 하안단구충 OSL Oxford Univ 33:!::2 ka 

charcoal C-14 Geochron 33270土230 y BP 최위한 외 (2000) 

이화 Ihwa 1 단층비지 ESR Mcmaster Univ. 660土50 ka 다평탄 (E’. All. 최위찬 외(1998) 
Ihwa 2 단충비지 ESR Mcmaster Univ. 1350土 140 ka 다평탄 (E'. All. 최위찬 외 (1998) 
Ihwa 3 단충비지 ESR Mcmaster Univ. saturated 최위찬 외(1998) 
Ihwa 4 단충비지 ESR Mcmaster Univ. saturated 최위찬 왼(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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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벽계 지점 

Rb-Sr 연대로 볼 때 단층비지의 생성연대는 27.1 +0.4 Ma로 판단된다. 

단층에 의해 절단된 4기층의 OSL 연대는 7만5천년 내지 8만8천년 이상이지 

만 단층운동의 최후시기를 잘 정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료의 분석이 요 

구된다. 

바. 배내골 지점 

Rb-Sr 연대로 볼 때 단층비지의 생성연대는 50.7+0.9 Ma로 판단된다. 

사. 상천리 지점 

Rb-Sr 연대로 볼 때 단층비지의 생성연대는 32+3 Ma로 판단된다. 

아. 가천-1 지점 

Rb-Sr 연대로 볼 때 단층버지의 생성연대는 30 Ma 내지 23 Ma 내외로 
판단된다. ESR 연대는 100만년에서 129만년 범위이다.U 계열 비평형 연대 
측정이을 위해 단층대를 채운 탄산염암 맥을 채취하였으나 U의 함량이 수 

ppb 이하로 매우 낮은 반면 Th의 함량은 상대적으로 높아(1 -3 ppb) 연대측 

정이 불가능하였다. 

자. 조얼 지점 

Rb-Sr 연대로 볼 때 단층비지의 생성연대는 26 Ma 내외로 판단되지만 
K-Ar 연대와 차이가 커 확인이 필요하다. 

차. 곡천리 지점 

Rb-Sr 연대로 볼 때 단층비지의 생성연대는 23.1 +0.1 Ma로 판단된다. 
이 자료는 단층의 최소시기를 지시하는 파쇄대 충진 불석맥의 K-Ar 연대 

(11.3+0.4 Ma)에 의해 잘 지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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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에 단층비지와 맥암의 Rb-Sr, K-Ar 자료에 근거하여 양산단층 

대의 운동시기를 도시하였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Rb-Sr 자료와 K-Ar 자료 

가 대부분의 노두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평해를 제외한 거의 대 

부분의 노두에서 K-Ar 자료가 Rb-Sr 자료에 비해 오래되게 측정되었다. 자 

세하게 들여다 볼 경우 대개 Rb-Sr 연대에 신빙성을 둘 수 있는데 그 이유 

는 후술할 울산단층대 노두에서 측정된 일부 K-Ar 자료(마동-1 ， 개곡-1)는 

모암인 화강암의 연령(약 50Ma)를 초과하여 excess Ar의 영향이 확실히 보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해 지점과 같이 비교할 모암의 연대가 선캠브리아 

기일 경우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광물학적인 

연구와 Ar-Ar 연대측정이 특히 요망된다고 하겠다. 연구 지역의 단층비지는 

자부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Rb , K 등의 양이온들이 폐쇄계를 유지하기 어 

려운 스멕타이트로 주구성된다는 점이 Rb-Sr, K-Ar 연대측정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Rb-Sr 자료를 기초로 할 경우 양산단층대 

의 단층운동 시기는 80 - 95 Ma, 70Ma, 50Ma, 30Ma, 23Ma 내외에서 인지된 

다. 

2. 동해안 단층대의 단층운동 시기 

가. 제 2단구층의 퇴적시기 

우리나라 동남해안에서는 파도의 에너지가 큰 중위도 지역에서의 특징에 

맞게 대개 침식형 단구를 이룬다. 따라서 간빙기 초기나 중기에 쌓인 해빈층 

은 대부분 파도에 의해 침식되고 해수면이 후퇴하기 직전에 쌓인 해빈층이 

융기된 단구면에서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제2단구면에 쌓인 해빈층의 OSL 연대는 오류리， 양남， 관성， 나사， 비학 

지점에서 48 - 71 ka 사이로 재현성 있게 잘 확인되었으며(그림 5-2) 각 지 

점의 OSL 연대는 일부 실험적인 조절을 거칠 경우 층서적인 순서에도 잘 

부합된다. 이 연대는 또한 정자-1 지점에서 보고된 2단구면 상위의 peat층에 

대한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결과(30，170 ::t 160 - 35,730+300 y BP, 최위찬 

외， 2000)에 의해서도 층서적으로 지지된다. 48 - 71 ka의 OSL 연대는 

MIS (marine isotopic stage) 3에 해당되는 간빙기이다. 그러나 제2단구면의 

형성시기를 MIS 3으로 본다면 3단구와 2단구의 고도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 

운 문제가 남는다. 대략 7만5천년에서 1만년 전까지의 시간은 Wisconsinan 

이라 불리는 최후 벙기로 해수면이 현재보다 50m 내지 -120m 정도 낮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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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되고 있다(Shackleton， 1987). 따라서 현재와 해수면 수위가 거의 

비슷했던 최후간빙기 MIS 5로부터 2단구의 OSL 연대언 MIS 3 사이에 융기 

가 중지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MIS 5 단구면과 MIS 3 단구면 사이에는 기 

본적인 고도 차이가 50m 이상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월성 지역 

의 2단구와 3단구 사이 고도 차이는 대개 30m 정도 수준이므로 2단구를 

MIS 3으로 보는 경우의 2, 3 단구 고도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만약 해안단구층의 OSL 연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분함량의 변화 문제 

(Tanaka et al., 1997)를 고려 한다면 2단구의 형 성 시 기 를 MIS 5a인 8만년 내 

외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균질한 모래층의 경우 시료의 현재수분 함량과 

포화 수분 함량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 2단구의 OSL 연대가 수분함량 감소 

에 따라 최소퇴적시기를 지시한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실제로 현재 

해변에서 채취한 모래층 4 시료의 현재 수분 함량 범위가 6.9-22.4 wt.%인 

반면 포화수분 함량 범위는 21.7-26.7 w t.% 정도이다.OSL 연대가 분석된 

2단구 해빈층의 현재 수분함량 범위도 그 수준이었다. 

결국 1)2단구 퇴적물의 OSL 연대를 단구면이 해변에 았던 시기로 볼 경 

우 우리나라에서는 MIS 3의 해수면 수위가 MIS 5에 비해 30m 이상 차이나 

지 않았었고 8만년 전에서 5만년 전까지의 시간 동안 융기가 거의 없었거나， 

2)수분함량 변화에 의한 자연축적선량의 과소평가， 또는 현재로서는 밝혀지 

지 않은 이유로 인해 실제 MIS 5a인 8만년의 연대가 다소 과소평가되어 측 

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사실 MIS 3은 지구궤도의 기하학적 변화가 빙하기-간빙기를 

야기시켰다고 보는 orbital theory(Milankovitch, 1941)가 실제 잘 설명되지 

않는 시기로서(그림 5-3; Chappell and Shackleton, 1986) 전세계적으로 연구 

가 더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MIS 3의 해수면 수위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가 얻어지고 OSL 실험방법에 대한 충분한 추가 조사를 

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 제3단구층의 퇴적시기 

사구는 해변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 쌓인 퇴적층으로서 OSL 신호의 reset 

이 확실하고 연간선량율의 변화 폭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작았을 것으로 

추정되어 OSL 연대측정의 가장 좋은 대상 물질 중 하나이다. 고사구의 퇴적 

시기는 기본적으로 해안단구면의 최소 형성시기를 지시할 것이지만 현재 용 

한리 해변에 위치한 사구의 OSL 연대로 볼 때 해변의 모래가 날려 사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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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이는 과정이 비교적 신속하게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용한리 35m 

platfonn의 최소 형성시기는 MIS(marÎne isotopic stage) 5c에 해당되는 약 

105000년 내외이며 최근 MIS 5d를 인정하지 않는 중위도 지역의 연구결과 

(Muhs et al., 2002a, b)로 볼 때 단구면의 형성시기가 MIS 5e(약 125000년) 

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었다. 즉 용한리 지역의 경우 최후 간빙기 (Last 

Interglacial) 마지막 사가의 해변 모래가 현재 고사구의 제일 하부층을 이루 

며 이후 MIS 3 간벙가의 해변 모래가 그 상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수렴， 읍천단층 지역의 해빈층 퇴적시기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양남， 오류리， 관성 등을 포함하는 소위 제2단구 해빈층의 시기보다 

제3단구층 시료가 상대적으로 오래된 간벙기 연대를 지시해야 한다는 것이 

다. Kwon et al.( 1999)은 수렴단층 하반 제4기층에 대해 하부에서 상부로 가 

면서 젊어지는(58.1 + 11.7 ka, 52.6+6.4 ka, 31.7+3.9 ka) OSL 연대를 보고 

하였다. 만약 Kwon et al.(1999)의 자료가 단구면의 침강에 의한 재해침 시 

기를 지시한다면 보다 하위에 위치한 2단구면도 해침을 받아야 하지만， 이는 

대략 3만년전에 이미 2단구면은 지표에 노출된 후 상위에 collovium이 퇴적 

되고 있었다는 사실(최위찬 외， 2000)과 모순된다. 또 최위찬 외 (2000)는 

Kwon et aL( 1999)의 최 상위 시 료의 같은 층준 시 료에 대 해 20.3:t9.1-

17.6:t7.9 ka의 OSL 연대를 보고하였다. 이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Last 

glacial maximum 시기이며 해수면이 지금보다 대략 120m 정도 낮았었다 

(Shackleton, 1987). 따라서 약 6만년 - 2만년 전 동안의 해수면 변동은 대략 

100m 정도에 달하는데 이러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수렴단층 노두와 같은 

meter scale의 해빈층에 연속적인 퇴적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수렴， 읍천 지점 제3단구 해빈층의 경우 낮은 luminosity와 수분함량의 

변화문제 때문에 정확한 OSL 연대를 구하기는 어려웠다. 해안단구층은 과거 

해변에서 바닷물에 잠긴 상태로 퇴적되다가 융기하여 침식되는 과정을 거쳤 

다. 따라서 현재 수분함량으로 계산된 연간선량율은 최대값으로 보아야 하 

며， 그에 근거한 OSL 연대는 최소값이 된다(Tan밟a et al., 1997). 비록 수 

렴， 읍천 지점 제3단구 해빈층 시료의 현재 포화수분함량으로부터 대략 MIS 

5에 해당되는 OSL 연대 (72 - 104 ka)를 얻을 수는 있었으나 풍화로 인해 

입자 사이사이가 점토로 충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료들이 실제 과거에 해 

변에 위치했을 때의 수분함량은 추정이 불가능하다. 수렴， 읍천 지점의 3단 

구 해빈층 시료에는 해빈역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고 앓은 사질층 속에도 

- 226 -



역이 포함되어 있는 등 분급상태가 불량한 점으로 보아， 퇴적당시의 수분함 

량이 현재수분함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시 

료의 현재 수분함량으로 구한 수렴， 읍천 지점 3단구 해빈층의 OSL 연대측 

정 결과(61 - 92 ka)는 최소 퇴적시기로 제안된다. 하지만 용한리 지점의 고 

사구 연대와 함께 고려할 때 3단구면의 연대는 MIS 5c 내지 5e에 해당될 것 

으로 추정한다. 왜성 지점의 시료에 대한 OSL 연대는 106-112 ka로서 MIS 

5c에 해당되는데 아마도 월성원전 인근의 제3단구면이 불연속적으로 연장된 

부분으로 생각된다. 

다. 융기율과 단층운동 시기 

해안단구의 융기율은 고해수면의 수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이는 제 

대로 계산할 수 없다. 중력효과 때문에 지역별로 해수면 변동이 달리 일어나 

므로(Clark et al., 1978) 전 세 계 적 인 eustatic sea level curve는 만들어 질 수 

가 없다. 예를 들어 약 80，000년과 105，000년의 연대를 가지는 MIS 5a, 5c 시 

기의 해수변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20 내지 25m 정도 낮았다고 보는 시각 

(Shackleton, 1987), 13 내지 18m 정도 낮았다고 보는 시Z{(Richards et al. , 

1994)부터 현재와 거의 같다는 시각(Ludwig et al., 1996)까지 다양하다. 이 

는 MIS 5e 동안의 전 지구적으로 바교적 일정한 해수면과 비교할 때 대조적 

이다. 최근 Muhs et a1.( 2002b)의 정리에 의하면 Barbados, Haiti, N ew 

Guinea 등 MIS 5a 기간 동안 해수면이 현재보다 10 내지 20m 정도 낮았다 

고 믿어지는 지역과 Califomia, 일본， Bennuda, 미국 동부 해안평야 등 그 

기간 동안 해수면의 수준이 현재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사이에는 위 

도의 차이가 있다. 북반구 빙하의 한계선에 위치한 후자의 지역에서 빙하가 

녹으면 서 나타나는 지 역 적 인 융 기 (isostatic uplift; Lambeck and Nakada, 

1992; Stirling et al., 1998) 때문에 벙하와 멸리 떨어진 저위도 지 역과 해수 

면의 수준 차이가 나타날 수도 었으나， 그 설명에 의해 일어나는 MIS 5a의 

해수면 수준 차이가 왜 MIS 5e 기간에는 일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현 

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일본의 약 80，000년 전 해수면 수준이 현재와 

거의 동일하고 105.000년 전에는 현재보다 약 3m 정도 낮았다는 자료(Ota 

and Omura, 1992)로 볼 때 우리나라 MIS 5a, 5c의 해수면 수준도 현재와 

거의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Muhs(1992)의 정리에 의하면 산소 동위원소 자 

료에 따라 빙기언 MIS 4에 해당되는 75，000년 내지 60，000년 전에 형성된 산 

호도 일부 지역의 해안단구면에서 산출되고 있는데 이 역시 Milankovitch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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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불확실성을 지시하는 자료얼 것이다. 

MIS 3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고해수면 수준에 대 

한 정보는 거의 없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2단구면 형성 이후의 융기율을 

결정하기는 불가능하지만 Ota and Omura(1992)를 참조하여 3단구면이 형성 

될 당시의 해수면을 현재 대비 Om로 보고 3단구면의 고도를 대략 45m로 본 

다면 약 0.45 mrrνy의 평균 융기율을 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융기율을 2단구 

에 적용할 경우 MIS 3의 고해수면 수준이 지금과 거의 유사하여야 하는데 

MIS 3의 고해수면 수준이 지금보다 낮았을 경우 2단구면의 형성 이전에 비 
해 그 이후 융기율이 빨라져야 할 것이다. 

적어도 지표에서 확인된 단층을 기준으로 할 경우 2단구면을 변위시킨 

단층이 보이지는 않아 월성원전 인근 지역에서 최근 5만년 동안의 단층운동 

이 인지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월성 지역에서 2단구면의 불연속적인 고도 변 

화가 인지되고 특히 고리 지역에서 2단구와 3단구면의 고도가 불연속적으로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복 단층이나 월성/고리 경계 지역에서의 단층 

유무가 더 조사되어야 한다. 왜성 지점의 OSL 자료는 MIS 5c에 해당되는 

단구면이 월성 지역에 비해 낮아진 사실을 지시한다. 만약 왜성 지점의 노두 

가 해안단구가 아닌 육성층 노두일 경우 그 당시 해수면은 그 고도보다 더 

낮아져야 하므로 월성/고리 지역 사이 단구면의 수직적인 변위폭은 더 커질 

것이다. 

수렴단층대에서 채취한 단층비지의 Rb-Sr 자료를 해석하기 위해서 
Ar-Ar 연대측정이 준비중이다. 수렴단층 지점 단층암의 최대 ESR 연령은 
770+100 ka로서(한수원， 2003) 최위찬 외(1998)의 연구결과(380+30 ka)와 

모순되지 않지만 같은 노두의 OSL 연대측정 결과로 볼 때 지표면에서의 단 
층운동시 ESR 자료가 최후 단층시기를 지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수 
렴단층대의 모암이 현무암질로(표 3-6 참조) ESR 연대측정에 필요한 석영의 
산출이 기대되지 않는다는 점도 ESR 자료를 해석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이 
다. 읍천단층의 경우도 최위찬 외 (1998)의 ESR 연령(1060+80 - 1930+ 160 
ka)은 OSL 연대측정 결과와 조화적이지 않다. 이 역시 단층면에 작용하는 
수직응력이 낮은 지표면 환경에서는 ESR 결과가 최후 단층운동 시기를 정 
의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울산단층대의 단층운동 시기 

가. 오어사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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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Sr 연대로 볼 때 단층비지의 생성연대는 3.2+ 1.7 Ma이다. 

나. 왕산 지점 

단층비지의 생성연대는 Rb-Sr 연대가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14 Ma 내외 

이며 이는 K-Ar 자료(조규환 외， 2001)에 의해 잘 지지된다. 층서에 잘 부합 

되는 OSL 결과(54 +7 - 90+6 ka)에 의하면 왕산단층에 의해 절단된 제4기 

하안단구 퇴 적 층의 퇴 적 율은 90+6-76+5 ka 동안 0.045 mm/y , 76+5-54 

+7 ka까지 0.032 mnνy， 전체 평균적으로는 0.037 mm/y로 계산된다.OSL 

연대로부터 최소 time-integrated slip rate를 0.52 mnνy로 구할 수 있다. 이 

값은 양산딴층대에서 기존에 보고된 slip rate (O.02-0.1 mm/y; Okada et al., 

2001)에 비해서늪 상당히 높다. 또 28m에 달하는 왕산단층의 총변위가 한번 

의 단층운동에 의해 일어났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예를 들어 Chen et 

al., 2002) 단층운동의 최 대 recurrence interval은 가장 젊 은 OSL 연 대 인 54 

+7 ka로 정의될 수 있다. 

다. 마동-1 지점 

Rb-Sr 연대로 볼 때 단층버지의 생성연대는 35.6+0.4 Ma, 10.7+0.6 Ma 

이다. K-Ar 연대는 모암인 화강암의 연령언 약 50Ma보다 높아 신뢰하기 어 

려우며 이 시료에 대해 Ar-Ar 연대측정이 준비중이다. 

라. 마동-2(수성 지 ) 지 점 

단층비지의 생성시점은 Rb-Sr 연대인 24 Ma 내외로 판단된다. 탄화목의 

C-14 연대로 볼 때 단층의 최후 운동시기를 37900+ 150년보다 젊다고 볼 수 

도 있으나 시료가 채취된 지점이 단층에 의해 절단된 지층보다 젊은 소택지 

일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지질조사가 필요하다. 

마. 신계 지점 

단층비지의 K-Ar 연대는 18.2+0.4 Ma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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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장항리 지점 

단층비지의 생성시점은 Rb-Sr 연대인 5.58 + 0.06 Ma로 생각되며 그와 크 
게 차이나는 138+3 Ma의 K-Ar 연대를 해석하기 위해 Ar-Ar 연대측정이 

준비중이다. 단층파쇄대를 충진하는 탄산염암맥의 U 계열 비평형 연대인 48 

+41 ka는 단층운동의 최소 시기를 지시한다. 

사. 감산사(패릉) 지점 

3개 단층비지 시료의 Rb-Sr 연대가 지시하는 40 Ma 내외를 단층비지의 
생성시기로 판단한다. 

아. 활성리 지점 

단층비지의 K-Ar 연대는 17.0+0.4 Ma로 측정되었다. 

자. 말방리 지점 

단층대 모암의 연령인 50 Ma를 초과하게 측정된 단층비지의 Rb-Sr, 
K-Ar 연대측정 결과와 분리된 단층비지 입자 크기가 작아지면서 겉보기 
K-Ar 연렁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해석하기 위해 Ar-Ar 연대측정이 준비중 

이다. 

차. 개곡 2 지점 

단층비지의 K-Ar 연대는 9.0+0.2 Ma로 측정되었다. 

카. 개곡-1 지점 

단층비지의 생성시기는 Rb-Sr 연대인 40 Ma 내외일 것이다. 1개 단층비 

지 시료의 K-Ar 연대는 모암의 연령보다 오래되어 신뢰하기 어렵다. 단층암 

의 ESR 연대가 포화되어 있어 제4기 동안에는 운동한 증거가 없다. 이 단층 

을 덮은 peat층의 재확인된 C-14연대 (7850 ::t 100 y , B.P.)와 사암층의 OSL 
연대(12+ 1 ka)로 보아 단층 운동의 최소 연대는 8000년 -12000년 내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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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타. 입실 지점 

단층버지의 생성시기는 여러번 확인되는 Rb-Sr 연대인 30 Ma와 23Ma 
내외로 판단된다. 파쇄대를 충진한 탄산염암맥의 U 계열 비평형연대는 평형 

상태로 35만년 이상임을 지시한다. 그는 역시 파쇄대를 충진한 불석맥의 

K-Ar 연대인 160만년 내지 180만년과 조화적이다. 제4기층의 OSL, C-14 자 
료는 층서에 부합되지 않거나 재현성이 없고 연대측정의 한계점에 가까워 

재검토를 요한다. 

파. 원원사 지점 

단층비지의 생성시기는 Rb-Sr 자료가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30 Ma 내외 
이고 약 8 Ma에 다시 운동하였다고 생각된다. 제4기층의 OSL 연대는 재현 
성이 좋고(33+2， 34+2 ka) C-14 연대에 의해서도 잘 지지된다. 따라서 원 
원사 노두의 최후 단층운동 시기는 33000년 이후가 될 것이다. 원원사 지점 

제4기층의 비교적 젊은 연대는 최하부의 하안단구를 이룬다는 지질학적 관 

찰 결과와모 잘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단층비지와 맥암의 Rb-Sr, K-Ar 자료로부터 종합한 그림 5-4에서 보듯 

이 울산단층대 Rb-Sr 자료와 K-Ar 자료가 대부분의 노두에서 서로 일치하 
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두에서 K-Ar 자료가 Rb-Sr 자료에 비해 오 
래되게 나왔으며 특히 조일이나 마동-1 장항리 지점에서 그 정도가 심하다. 

자세하게 들여다 볼 경우 대개 Rb-Sr 연대에 선빙성을 둘 수 있는데 그 이 
유는 1)왕산 지역에서는 조규환 외 (2001)의 가장 세립질 부분에 대한 K-Ar 

연대와 이번 과제에서 측정된 Rb-Sr 연대가 잘 일치하며 2)일부 K-Ar 자료 

(마동-1 ， 개곡-1)는 모암언 화강암의 연령(약 50Ma)를 초과하여 excess Ar 

의 영향이 확실히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항리와 같이 모암의 절대연대 

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광물 

학적언 연구와 Ar-Ar 연대측정이 진행중이다. 현재 자료로 볼 때는 울산단 
층대의 경우 40Ma, 301\돼， 23Ma 내외에 단층비지의 생성시기가 집중된다. 

그리고 일부 노두(오어사， 장항리， 원원사 지점)에서 lOMa 이내의 비교적 젊 

은 Rb-Sr 연대가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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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리， HS; 활성리， GK-l; 
읍천). 

0 

그림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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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 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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