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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언 

단층대의 활성여부는 핵폐기물 처리부지 및 원자력발전소등 원자력 시설 

물의 안정성을r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1970년 이전에는 미 

국이나 소련팡 선진국에서 조차도 지진으로 인한 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에 

역사지진 및 계기지진 기록만 이용하였다. 그렇지만 많은 지질학자들은 이러 

한 역사지진 및 계기지진 기록만 이용하여 활성단층을 평가하는데는 큰 문제 

점이 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근래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광역 

적이나 혹은 주요 시설물과 연관되는 단층대에 대한 고지진학적 자료를 수집 

하여 활성단층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고지진학자들은 지질시대 동안에 일어난 지진에 의해 형성된 여러 가지 

지질학적 자료 및 증거를 이용하여 단층대의 시간 및 공간적 단층활동 형태 

를 해석한다" Knipe(1989)는 단층활동을 비롯한 모든 변형작용은 대체로 주기 

성을 가지고 있으며 단층활동은 비교적 작은 주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 

다. White et aL( 1986)과 Blenkinsop et al.( 1988)은 단층암의 미 구조를 이 용하 

여 단층활동댁 주기성을 밝혀내려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또한 Mckee et 

al.( 1984)와 Bell et al.( 1990)은 층서 학적 및 구조지 질 학적 자료를 이 용하여 단 

층활동의 주가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질학자들은 단층에 의해서 

교란된 지층에서 절대연령 측정에 쓰일 수 있는 시료를 채집하여 지층의 연 

령을 측정하여 단층활동의 시기를 유추해 내거나， 단층암 또는 단층면에서 연 

령측정에 이용 될 수 있는 물질들을 채집하여 연령 측정을 한 후 단층활동과 

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단층활동 시기를 제한한다. 지층이나 층상구조(layer) 

의 연령을 측정하는데 이용되는 방법은 C14, fission track(FT) , 

thennoluminescence(TL) , optical stimulated luminescence(OSL), electron 

spin resonance(ESR) , K -Ar dating 등이 있다. 이 중에서 C14 절대연령 측정 
법이 현세나 저11 4기 중에 형성된 퇴적층의 연령을 결정하는데 가장 정확한 

방법중 하나이다. Sieh et al. (1989)은 Cl4 절대연령 측정법을 이용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의 Pallett 계곡에 있는 퇴적층의 연령을 구하였으며， 이를 이용하 

여 산안드레싸스 단층의 활동시기를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약 10번의 

단층활동을 인지하였고 그 자료를 이용하여 약 132년의 산안드레아스 단층의 

평균 활동주기를 계산하였다. 최근에는 세계 곳곳에서 이 방법을 이용하여 단 

층의 활동시기 및 활동형태를 밝혀내고 있다(Van Dissen et al., 1992; 

1 
l 
i 



Vita • Finzi , 1992; Bartsch-Winkler and Schmoll, 1992; Wills and Borchardt, 

1993). 

방사성 손상Cradiation damage)을 이용하여 퇴적물이나 화산암의 절대연령 

을 측정하는 방볍들이 개발되었다. ESR, TL, OSL방법은 시료 주변의 자연 

방사성 에너지에 의해 원자들로부터 떨어져 나온 전자가 결정 속의 결함에 

잡히게 되고 이 결함에 잡힌 전자의 수를 이용하여 절대연령을 측정하는 방 

법 이 다. 또 다른 방법 은 휘 션 트랙 법 (fission track method)으로 우라늄의 분 

열로 인한 결함의 수를 이용하여 절대연령을 측정한다. Forman et a1.(1989) 

과 McCalpin et a1.(1994) 은 미국 유타주의 Wasatch 단층대에서 열 빛내기 

절 대 연 령 측정 법 (thermoluminescence dating method; TL)을 이 용하여 고지 

진의 발생시기를 유추하였다. 열 빛내기 절대연령 측정법을 이용하여 유추한 

단층의 활동시기는 C14 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한 단층의 활동연령과 잘 일치 

하 였 다. 광학 적 빛 내 기 절 대 연 령 측 정 법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OSL)을 이용하여 퇴적물의 퇴적시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Hunt1ey et a1. 

(1985)에 의해서 보고되었다. 이 방법은 퇴적물이 퇴적 될 때 햇빛에 의해 기 

존에 존재하던 신호를 다 앓는 원리를 이용하며， 석영， 장석， 복합 입자 등을 

이용하여 퇴적물의 퇴적시기를 결정하는 것이t:}(Smith et al. , 1986, 1990; 

Aitken and Smith, 1988; Godfrey-Smith et a1., 1988; Rhodes , 1988, 1990; 

Stokes , 1991, Wintle et a1., 1994). Porat et a1. (1996, 1997)은 이 방법 을 이 용 

하여 이스라엘의 Arava Valley에서 단층활동에 의해 교란된 제 4기 퇴적물의 

연령을 측정하여 단층의 마지막 활동시기를 결정하였다 퇴적층에 동물의 이 

빨 등 ESR 절대연령 측정법을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한다면 단층활동 

과 관계 있는 퇴적층의 퇴적시기를 ESR 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퇴적시기를 결정하는데 이용되는 물질들은 화산암(volcanic rocks; Buhay et 

a1., 1992), 또는 플라이스토세 혹은 현세의 퇴적암으로부터 채집된 동물의 이 

빨이나 뼈 등이 있다CSchwarcz and Grun, 1992). 햇볕에 노출되었을 때 ESR 

선호가 줄어들었다가 퇴적암 속에서 ESR 선호가 다시 증가하는 석영이 있다 

면 퇴적암의 퇴적시기를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CTanaka et a1., 1985). 그 

러나 OSL 방법의 발달로 이 방법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석 영 입 자， 현무암， 안산암의 표면조직 이 나 풍화외 피 C surface textures and 

weathering rinds)가 상대연령을 측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CKanaori et a1., 

1980, 1985; Colman and Pierce, 1981). 이 방법은 풍화외피의 형성 속도에 기 

초를 두는데， 풍화외피의 두께는 경과한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점토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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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많이 포함한 단층비지의 고지자가 분석을 통하여 단층의 마지막 활동 시 

기를 결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Hailwood(1992)외는 North Wales의 

Anglesey에 있는 Porth -y-pistyll 단층에서 채집된 단층바지의 고보자력 

(high -coercivity)과 역 자력 (reverse polarity) 성 분은 화학적 잔류자기 

(chemical remanent magnetization)라고 주장하였다. 이 화학적 잔류자기 는 

단층의 마지막 활동 시기 이후에 단층을 통과하는 유체에 의해 형성되므로 

화학적 잔류자기 형성시기는 단층의 활동시기를 지시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 

한 방법들뜬 다른 절대연령측정법을 이용하여 보정 (calibration)을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단층대에서 채집된 물칠을 이용하여 지진을 야기 시킨 단층의 활동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K-Ar 이나 Rb-Sr 절대연령측정법을 이용하여 단층활동 이 

후에 형성훤 점토광물의 형성시기를 제한 할 수 있다(Kralik et a1., 1987, 

1992). Scholz et a1.( 1979)은 단층활동 중에 마찰열에 의해 모암 속에 있던 

Ar 가스가 다 없어졌다는 가정 하에 K-Ar 방법을 이용하여 단층버지에서 

분리된 점토광물의 연령을 측정하였다. 핏션트랙 절대연령 측정법 (fission 

track dating method)을 이용하여 단층면을 따라 형성된 epidote의 형성연령 

을 측정 하였다(Bar et a1., 1974). Tagami et a1.( 1988)은 단층활동 중에 마찰 

열에 의해 apatite에 있는 핏션 트랙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Eyal 

et a1.( 1992) 은- 우라늄 비평형 절대연령 측정볍 (uranium series dating)을 이용 

하여 단층떤때서 채집된 우라늄을 포함한 carnotite 과 tyuyamunite의 형성 

시기를 결정따였다. 이 방법은 모입자와 딸핵 간의 방사성 활동성이 광물 형 

성 당시에는? 비평형 상태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형상태로 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단층암의 ESR 절대 연령 측정 방법은 일본의 Ikeya와 공동 연구자들에 

의해 1982년에 소개되었으며， 이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캐나다의 Dr. 

Schwarcz에 의해 더욱 발달되어 응용단계에 와 있다(Lee and Sch warcz, 

1994a, 1994b, 1995, 1996, 2001). ESR 절대 연령 측정 방법은 단층 활동 시 기 

그 자체를 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단층암으로부터 추출된 석 

영을 이용하기 때문에 절대연령 측정에 이용할 물질(석영)을 구하기 쉽다. 

단층의 첼동 시기를 결정하는 방법은 위에 열거한 것처럼 많은 방법이 있 

으나， 모든 방법이 적당한 시료를 구하기 어렵거나 가능한 연령(예， 탄소동위 

원소 방법; 약 7만년)등 제한점이 많다. 제 4기 퇴적층에 층리가 잘 발달되고 

단층활동에 의해 교란된 지층이 확실하게 구분된다면， 탄소동위원소 방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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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L 절대연령측정 방법으로 각 지층의 연령을 측정하여 단층의 활동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노두는 

많지 않은 편이다. 반면에 제 471 층으로 추정되는 괴상의 역암과 기반암이 경 

계를 이루는 단층의 노두가 많이 발견되었으며， 이런 단층의 활동시기를 결정 

하는데 ESR 절대연령 측정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제 4기 역암의 퇴적시기 
가 결정되고 단층의 마지막 활동시기가 결정된다 해도， 단층의 활동 주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단층활동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최근에 단층비 

지대를 재활동 시키지 않고 단층비지대의 한쪽 단층변을 따라 마지막 단층활 

동이 일어난 단층의 노두가 발견되었다(예， 왕산지점， 수렴지점， 원원사지점， 

유계리지점 등). ESR 방법은 단층비지가 형성되거나 재 활동한 시기를 제한 
하는데 이용될 수 있어 한 지점에서 여러 번의 단층활동 시기를 결정 할 수 

있다. 또한 ESR 절대연령방법은 제 4기 퇴적물이 없는 화강암 지대나 변성 
암 지대에 발달되어 있는 단층비지의 활동연령을 결정하는데 좋은 방법이다. 

한반도의 남동부에는 핵발전소를 비롯한 많은 산업시설들이· 건설되어 있 

다. 양산단층계가 한반도의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양산단층계의 시간 • 

공간적 활동형태의 특징은 이 지역의 지각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자료 

를 제공한다. 단층의 마지막 활동시기를 결정하고 단층대의 기하학적 특정 및 

다른 지질구조요소를 종합 분석하여 단층대의 활동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제 4기 단층의 절대연령측정법 중에서 ESR 절대 연령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양산단층계에서 채집된 단층암 시료의 연령을 측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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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단층암의 전자자기공명 (ESR) 연령측정 방법의 

원리 및 가정 

단층활동이 일어나기 전의 기반암 및 단층암 속에 분포하고 있는 석영의 

격자흠에 잡한 전자의 수는 평형상태 또는 포화가 될 때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뜨로 증가한다. 격자흠에 잡힌 전자의 수는 ESR 분석기를 이용 

하여 ESR 신호의 세기로 나타내 진다. 즉 ESR 신호의 세기는 격자홈에 잡 

힌 전자의 수에 비례한다. 예를 들면， 약 307H 의 격자흠의 형태가 석영 결정 

의 격자구조 안에 발달되어 있다(Weil ， 1984). 잡힌 전자의 수는 포화되거나， 
평형상태가 될 때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지질학적 사건(예， 지진활동， 화 

산활동 등) 당시에나 시료형성(예， 동물의 이빨， 석순 등) 당시에는 ESR 신호 

의 세기가 엔 (zero) 이 된다. 시료의 나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시료에 대한 

ESR 신호의 세기가 영이 된 지질학적 사건 이후에 시료가 받은 방사성 에너 

지 의 양을 나 타내 는 조사상응 량(equivalent dose; DE; 단위 , Gy)과 시 료 채 취 

지점에서의 조사률(dose rate; 단위， Gy/year)을 구해야 한다. 시료의 나이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의 형태로 결정된다. 

연 령 (t) = 조사상응량(DE) / 조사률(d) 

ESR 절대연령 측정법을 이용하여 단층암의 마지막 활동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ESH 선호가 단층활동 중에 완전히 영이 되었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Fukuchi, 1988; Schwarcz et a1., 1998; Lee and Schwarcz, 1994). 특히 Lee 

and Schwarcz (1 994)는 단층활동 중에 입자경계 마찰 미끄러짐 (grain 

boundary frictional sliding) 에 의 한 격 자 변 형 작용 Oocalized lattice 

deforrnation) 및 마 찰 열 Oocal heating) 에 의 해 입 자경 계 부에 있 는 ESR 신 호 

가 영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Toyoda and Schwarcz (1996) 는 삭박 실험을 통 
해 석영입자 내에서의 ESR 센터의 분포를 조사하였다 입자 경계를 삭박한 

후 ESR 신호.꾀 세기가 커짐을 발견하고 Lee and Schwarcz (1994)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Rink et a1.( 1999)은 단층비지로 부터 분리한 석영입자를 연구 

하여 OSL 신호의 방사성 반응력이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증가함을 인지하고 

Lee and Schwarcz (1994)의 주장이 옳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단층 

활동 중에 ESH 선호가 완전히 영이 되었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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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였다. ESR 연령은 신뢰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뉘어진다 (그림 

1). 

(가) 다 평 탄 역 ESR 연 령 (M ultiple plateau ESR age) 

이 ESR 연령은 두 가지 이상의 ESR 선호(예， E’ 과 Al 신호)를 이용하여 구 

한 것이며， 특징은 두 가지 이상의 선호에 의한 ESR 연령이 각각 입자크기 

가 작아질수록 체계적으로 감소하여 임계 입자크기 이하에서 공통의 연령 평 

탄력을 보인다(그림 la). 

(나) 다 센터 ESR 연령 혹은 평탄역 ESR 연령 (M ultiple ESR age and/or 

Plateau ESR age) 

(1) 두 가지 이상의 ESR 선호(예， E' 과 Al 선호)를 이용하여 구한 것이며， 

두 가지 이상의 신호가 공통의 연령 평탄역은 보이지 않고(한 신호는 연령평 

탄역을 보일 수 있다) 분석한 가장 작은 입자크기의 두 가지 이상의 선호에 

의한 ESR 연령이 같다 (다 센터 ESR연령， 그림 lb). 
(2) 적어도 하나의 신호는 연령 평탄력을 보인다 (평탄역 ESR 연령， 그림 

l C). 

(다) 최 대 ESR 연 령 (Maximum ESR age) 

(1) ESR 연령이 입자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아지지 않는다 

(2) ESR 연령은 연령평탄력이 존재하지 않거나 두 가지 이상의 신호를 이용 

하여 구한 연령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그림 ld). 이 경우 가장 작은 입자로 

부터 구한 ESR 연령은 단층활동의 시기 중 최대 시기를 지시한다. 

단층활동 중에 ESR 선호가 영이 되는 기작과 ESR 절대연령측정에 필요 

한 자세 한 사항은 Lee and Schwarcz (l994)의 논문에 있다. 

주어진 단층대에서 수집한 각 단층암을 이용하여 각각 그 지점의(시료 채 

집 장소) 마지막 단층암의 활동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단층 

대에서 체계적으로 단층암을 채집하여 분석한 단층활동 연령 자료를 이용하 

여 단층활동의 공간적 활동 형태 (space pattern)와 단층의 기하학적 형태 

(geometry of fault zone) 및 다른 지 질구조 요소를 비 교분석 할 수 있게 된 

다. 또한 각각의 단층암의 절대연령 자료를 종합하면 주어진 단층대의 시간 

적 활동 형태 (temporal pattem)를 구하게 되어 활동기간 및 휴지기간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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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단층암의 전자자기공명 (ESR) 연령 측정 과정 

단층암의 ESR 절대연령 측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단층암대에서 필요한 지칠구조 요소를 모두 측정한다. 단층의 종류 및 지 

괴의 이동방향플 결정한다. 노두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사진촬영을 한다 단층 

암대 진화형패 (Type 1 , II , ill)를 결정한다. Type 1 , II (단층암띠가 존재)의 

경우에는 각각의 활동시기에 형성된 단층암을 따로따로 채칩한다. 샘플채칩 

시에는 칼이나 수저를 이용하고 비닐백에 담아 수분의 증발을 막아야 한다. 

2) 설험설에 도착하자마자 단층암에 있는 샘플 속의 수분함량을 결정한다. 샘 

플의 일부눈 방사성 원소의 함량 결정을 위해 잘 보관해 두는데 80g이변 충 

분하다 

3) 나머지 단층암 시료는 가볍게 부순 후 염산(12M)과 질산(12M)을 이용하 

여 방해석과 유지불 성분을 녹여 없앤다. 염산(12M)과 질산(12M)을 이용하여 

녹이는 과정윤 각각 일주일 동안 2-3차례 반복한다. 최종적으로 염산과 질산 

을 1 : 2로 섞은 후 다시 일주일 동안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석영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윤 제거한다. 

4) 방해석과 유기물 성분을 제거한 시료를 산(염산 칠산) 성분이 제거될 때 

까지 물로 깨끗이 세척한다. 

4) 젖은 상테의 시료를 체를 이용하여 각 입자크기 (25μm이하， 25-45μm， 45-75 

μm， 75-100μm， 100-150μm， 150-250μm)별로 석 영 을 분리 한다. 

5) 분리한 석영윤 건조시킨다. 

6) 건조시킨 석영을 다시 체를 이용하여 4)의 과정을 반복한다. 

7) 자 력 션 별 기 (Frantz isodynamic magnetic separater)를 이 용하여 자 가 적 성 

칠이 없는 광물(주로 석영과 정석)들을 추출해 낸다 

8) Fluoboric acid(HBF4, 1M)를 이용하여 장석과 점토광물 등을 녹여 없앤다. 

초음파세척기 (ultrasonic cleaner)를 이용하여 석영에 붙어있는 물질들을 제거 

한다 

9) 장석과 점토광물을 녹언 시료는 건조한 후 6)의 과정과 7)의 과정을 반복 

한다. 

10) Jeol JE딩-TE200 ESR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각각의 시료에 대한 

ESR 선호를 측정한다. 

11) 깨끗한 석영의 ESR 선호가 측정될 때까지 8) , 9) , 10)의 과정을 반복한다 

- 9 -



12) 각 입자크기별로 107H 의 100mg 씩의 시료를 준비한다. 다시 말하면 

25-45μπ크기의 시료로부터 107H 의 100mg시료를 준비한다. 위의 과정을 반복 

하여 모든 입자크기로부터 107H 의 100mg 씩의 시료를 준비한다. 

13) 원자력연구소에서 6OCO을 이용하여 감마션을 단계별로 쪼인다. 예를 들면 
감마 source로 부터의 거리와 조사시간을 조정하여 각 입자크기의 100mg시 

료에 100Gy의 감마에너지를 준다.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최대 약 

4800-6400Gy까지 각 입자크기의 100mg시료에 단계별로 감마에너지를 준다. 

14) Jeol ]ES-TE200 ESR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각 100mg(607H 의 다른 

입자크기와 감마에너지 크기로 결정된 시료)씩의 시료에 대한 ESR 신호를 

얻는다. 상온에서는 E’와 OHC 신호를 측정하였으며 Al과 Ti 신호는 액체질 

소를 이용하여 낮은 온도C770K)에서 측정하였다. 

15) 부가조사볍 (additive dose method)를 이용하여 ESR 신호가 없는 상태로 

부터 시료가 현재 가지고 있는 ESR 신호의 세기로 증가하기 위해 필요한 방 

사성 에너지(조사상응량; ÐE)를 구하게 된다. 즉 ESR 신호의 세기 그 자체를 

이용하여 ESR 연령을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축적된 에너지의 형태 (Unit: 

Gy)로 전환시켜야만 한다. ESR 신호가 포화되지 않은 석영은 조사된 감마에 

너지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ESR 신호의 세기는 포화지수함수 곡선(single 

saturated exponential curve)를 따라 커진다. 반면에 단층암 내의 큰 석영 입 

자나 모암으로부터 분리해낸 석영을 실험실에서 감마선을 쪼였을 때， ESR 

선호의 세기는 조사된 감마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일정한 ESR 선호의 세기， 

ESR 신호 세기의 계단상 증가， ESR 신호 세기의 감소， ESR 신호 세기의 오 

르내리는 변동 등의 양상을 보인다. 

16) 조사률 결정을 위해서 보관한 시료를 감마선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하 

여 U, Th, K의 함량을 결정한다. 위에서 얻어진 U, Th, K의 양을 아래 식에 

넣어 조사율를 결정하게 된다. 그 외에 수분의 함량， α-효과， 감소 요소 

Cattenuation factor)등을 결정하여 아래 식에 포함하여야 한다. 

d = C u ( KWa G u- a D a + Wβ G u- β D β + Wr Dr)+ 

C Th ( KW a G Th- a D a + Wβ G Th- β D β + W r Dr)+ 

C k ( KWa G k- a D a + W r D k- r ) + G cos D cos 

여기서 

C u 자 K 단층암 속의 방사성 원소의 농도 

K = α -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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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a , β , r = water correction factors a , β and r 

G a , β , r ， c∞ == attenuation factors for a , β , r and cosmic rays 

D a , β , r dose rate per unit concentration 

D cos = cosmic dose rate 

17) 컴퓨터 프로그램 (ESR-DATA)을 이용하여 각 입자크기의 ESR 연령을 

결정하고 ESR 연령 대 입자크기의 그래프를 그려 연령평탄역의 존재를 확인 

한다. 연령평탄역 상의 ESR 연령의 평균을 구하면 그 단층암의 마지막 활동 

시기가 된다. 또한 서로 다른 ESR 신호를 이용하여 구한 ESR 연령이 일치 

하는지 확인한다 

18) 모든 ESH 연령을 지질도에 표시하고 지질구조 요소와 비교 분석하여 단 

층활동의 공간적 분포를 조사한다. 또한 시간의 그래프에 모든 ESR 연령을 

표시하고 활동기간 및 휴지기간을 결정하고 집중도(clustering)정도를 확인한 

다. 

n 





제 4 장 단층암 시료 및 ESR 절대연령 측정 결과 

제 1 절 서생 1 지점 

울산광역시 서생면 대송리를 통과하는 31번 국도의 약간 풍화된 도로 절 

개면(북위 350 21 ’ 55.4’이 동경 1290 21 ’ 1 1.5")에 약 73 m 폭을 가지는 단층 
대가 발달되어 있다. 사장석과 석영 및 암편을 포함하는 괴상의 암편응회암 

에 발달된 약 73 m 폭의 단층대에 18개 이상의 단층이 발달되어 있다. 단층 
비지대의 폭은 각각 0.1 -20 cm 이나 0.1-3 cm 가 우세하다. 단층의 주향은 
양산단층대와 거의 평행한 북북동방향이 가장 우세하며， 남북 방향도 우세하 

다. 단층변의 겸사각은 700-890로 고각도의 경사를 가진다. 운동감각은 대체로 

우수향 주향이동을 보인다. 만약 이들이 비슷한 시기에 우수향 주향 이동 운 

동에 의해 형성되었다면， 북북동 방향은 y-전단 방향에 해당되며， 남북 방향 

은 p-전단으로 여겨진다. 단층암의 ESR 연령 측정을 위해 비교적 단층비지 
가 두껍게 발달된 3개의 단층을 선택하여 단층암 시료를 채취하였다(그럼 2). 

서 생 1: 단층면 의 방향; N190E/740SE, 단층비 지 폭 1-3 cm 
서생 2: 단층변의 방향; N90W /890NE, 단층비지폭 1-10 cm 
서생 3: 단층면의 방향; N220E/800SE, 단층비지폭 1-3 cm 

서생 1, 2, 3에서 분리한 석영의 모든 입자 크기의 E'선호는 조사된 감마 

에너지의 양이 약 800Gy까지 선호의 세기가 감소한 후， 800Gy이상에서는 조 

사된 감마에너지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ESR 선호의 세기가 증가한다(그림 

3a, 4a, 5a). Al 과 Ti 선호는 조사된 감마에너지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ESR 

신호의 세기의 증감이 불규칙하다(그림 3b, 3c, 4b, 4c , 5b, 5d 이는 단층활 
동 후에 주변띄 방사성 원소로부터 방사성 에너지를 받아 포화된 것으로 추 

정된다. 

” u 



그림 2. 서생 1 지점의 노두사진 및 시료채취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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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단층암 시료 서생 3의 E ’ (a), Al(b) 및 Ti (c) 신호의 성장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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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서생 2 지점 

울산광역시 서생면 용리 일대 풍화가 심한 산사면 절개지(북위 350 21 ’ 

12.3" , 동경 1290 18 ’ 18.5’, )에 폭 40 m의 단층대가 발달되어 있다. 조립집의 

화강암에 발달된 폭 40 m의 단층대에 l17H 이상의 단층이 발달되어 있으며， 

대부분 단층비지대가 아주 앓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약 10←110cm의 

단층손상대가 발달된 단층이 대부분이다. 단층의 주향은 북북동과 북북서 방 

향이 우세하며， 750-88o의 고각도의 경사각을 가진다. 단층 중 비교적 단층비 

지가 잘 발달된 (비지대 0.1-3 cm) 곳에서 단층암 시료(서생 4)를 채취하였 

다(그림 6). 

단층암 시료 서생 4에서 분리한 석영의 모든 입자 크기의 E'선호는 조사 

된 감마에너지의 양이 약 1600Gy까지 신호의 세기가 감소한 후， 1600Gy이상 

에서는 조사된 감마에너지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ESR 신호의 세기가 증가한 
다(그림 7a). Al 과 Ti 신호는 조사된 감마에너지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ESR 
선호의 세기의 증감이 불규칙하다(그림 7b, 7c) 이는 단층활동 후에 주변의 

방사성 원소로부터 방사성 에너지를 받아 포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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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서생 2 지점의 노두사진 및 시료채취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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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교동 지점 

북서 방향으로 발달한 어영단층대의 노두는 양산시 교동 1022 도로변에서 

발견되었다. 유산리층의 이암에 약 10m 폭의 단층대에 6개의 단층이 

N420W /760 SW" N660W /790 SW, N580W /770 SW, N570W /790 SW, 

N410W/650 SW., N420W/760SW의 방향으로 발달되어 있다. 단층대 상반의 지 

층면의 방향은 N630W /360NE이고 하반에 있는 층리면의 방향은 

N720E/360NW보 단층에 의해 상 · 하반에 있는 층리면의 방향이 달라졌다 각 

각의 단층에는 약 5 mm 내지 20 cm 폭의 단층비지대가 발달되어 있다. 이 

단층대의 하반쪽 경계부에 발달한 단층비지대 내부에는 5개의 단층비지띠 

(서쪽으로부터 약 1.5 cm폭의 파쇄엽리가 발달된 단층비지띠， 약 1cm폭의 괴 

상의 단층비지띠， 약 6cm 폭의 y-전단면과 p-전단면이 발달되어 있는 단층 

비지띠， p-전단방향으로 발달되어 있는 파쇄엽리를 포함하는 단층비지띠， 약 

2-3mm의 폭을- 가지는 단층비지띠)가 발달되어 있다 이는 여러 번에 걸친 

재활동의 산똘로 여겨지나 정확한 활동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각각의 단층암 

띠에서 채취한 단층암의 절대연령측정이 필요하다. 또한 N500W /780 SW 방향 

으로 발달된 단층이 N420 W /760 SW 방향의 단층에 의해 절단되고 있어 여러 

번의 단층활동이 일어났음을 시사한다. 운동감각이 좌수향임을 지시해주는 

섬유상결정이 벌-달되어 있어 좌수향 주향이꽁단층 임을 알 수 있다 이 단 

층대의 북서쪽 연장에는 산성맥암이 단층대를 따라 5 km 길이를 가지고 관 

입하였다. 어영단층은 모량단층에 의해 절단되었으며， 약 1.5km의 우수향주향 

분리를 보인다“ 단층암의 ESR 연령측정을 위해 비교적 단층비지대가 두꺼운 

단층에서 단층암 시료를 채취하였다(그림 8). 

교동 5: 단층변의 방향; N420W /760 SW, 단층비지대폭 15-20 cm 

교동 6: 단층변의 방향; N660W/790SW 단층비지대폭 1-5 cm 

교동 8: 단층면의 방향; N41 OW /650 SW, 단층버지대폭 1-18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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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암 시료 교동 5의 시료에서 분리한 석영 속의 E’과 Al 선호는 조사된 
감마에너지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ESR 선호의 세기의 증감이 불규착하다(그 
럼 9a, 9b). 이는 마지막 단층활동 후에 주변 방사성 원소로부터 방사성 에너 
지를 받아 ESR 센터가 포화(saturation)된 것으로 추정된다. 

단층암 시료 교동 6으로부터 분리된 석영 속의 E' 선호는 모든 입자 크기 

에 대하여 ESR 신호의 세기가 조사된 감마 에너지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포 
화지수함수될 따라서 규칙적으로 증가한다(그림 10a). 모든 입자크기들은 단 

층활동시에 ESR 신호가 완전히 줄어들었다가 단층활동 후에 주변의 방사성 
원소로부터 방사성 에너지를 받아 ESR 신호의 세기가 증가했으나 아직 포화 
상태에 이프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ESR 연령 대 입자크기 그래프에서 모 
든 입자크기에 대하여 연령평탄역를 보인다(그림 10c). Al 신호는 입자크기가 

100μm 보다 큰 경우 ESR 신호의 세기가 이미 포화되어 ESR 연령을 결정할 
수 없으나 그 나머지 입자크기의 시료는 조사된 감마 에너지의 양이 증가함 

에 따라 ESR 선호의 세기가 규칙적으로 증가한다(그림 10b). ESR 연령 대 
입자크기 그래프에서 입자가 작아질수록 ESR 연령이 감소하여 E에 의한 연 
령평탄역에 수펌한다(그림 1Oc). 따라서 E’과 Al 선호를 이용하여 결정한 다 

센터 ESR 면령은 310+20ka이다. 
단층암 사료 교동 8로부터 분리된 석영 속의 E' 신호는 모든 입자 크기에 

대하여 ESR 신호의 세기가 조사된 감마 에너지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포화 
지수함수를 따라서 규칙적으로 증가한다(그림 lla). 모든 입자크기들은 단층 
활동시에 ESR 신호가 완전히 줄어들었다가 단층활동 후에 주변의 방사성 원 
소로부터 방사성 에너지를 받아 ESR 선호의 세기가 증가했으나 아직 포화상 
태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Al 선호는 모든 입자 크기로부터 조사된 

감마 에너지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볼규칙하게 감소 및 증가를 반복하므로 

ESR 연령달 결정할 수 없었다(그림 llb). ESR 연령 대 입자크기 그래프에서 
입자가 작아질수록 ESR 연령이 감소하나 평탄력을 보이지 않는다(그림 llC). 

따라서 E' 선호를 이용하여 결정한 최대 ESR 연령은 380 ::t 60k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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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다방 지점 

양산시 동변 다방리 지역을 통과하는 1077 도로의 절개면(북위 350 19' 

35.6" , 동경 1290 03' 22.9")에는 안산함과 흑운모화강암이 단층 접촉하고 있 

다. 2-5 cm 두-께의 단층비지대 주변에 약 1-5cm 두께의 파쇄암대가 발달되 

어 있다 단층파쇄암대 에는 파쇄엽리가 발달되어 있으며 일부는 전단변형을 

심 하게 받아 초파쇄 암( ultracataclasite)으로 바뀌 었다. 이 는 이 단층이 적 어 도 

두 번 이상 재활동 한 것(파쇄암 형성시기， 단층비지 형성시기)을 지시한다 

ESR연령 측정을 위해 단층비지시료(다방132)틀 채취하였다(그림 12). 

단층암 시료 다방 132로부터 분리된 석영 속의 E과 Al 신호는 모든 입자 

크기에 대하여 조사된 감마에너지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ESR 신호의 세기의 

증감이 불규칙하다(그림 13a, 13b). 이는 마지막 단층활동 후에 주변 방사성 

원소로부터 방사성 에너지를 받아 ESR 센터가 포화(saturation)된 것으로 추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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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다방 지점의 노두사진 및 시료채취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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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단층암의 ESR 연령자료와 결과. 

Th K \\'alCT ‘ 

니 ;\llllllc Sitc 
(PI Jlll) (Ilpm) (~()) cuntc‘111Cl()) 

교동 5 교동리 l.91 1= 0.06 6.71 1= 0.43 l.81 1= 0.04 17.26 1= 8.15 

1 )osc r~ltc Esn agc \1ν ;t li ESH 11 

C; r< lin SilC ESlt si 잉f1， d DE(C;y) 
agc(]<μ) ( μ ( ;\" YTar) (ka) 

E' No analysis 

OHC No analysis 
<25μm 

Al No analysis 

Ti No analysis 

E' Saturated 

OHC No signal 
25-45 f.1. m 

Al Saturated 

Ti No signal 

E' Saturated 

OHC No signal 
45-75μm 

Al Saturated 

Ti No signal 
Saturated 

E' Saturated 

OHC No signal 
75-100μm 

Al Saturated 

Ti No signal 

E' Saturated 

100-150μ OHC No signal 

m Al Saturated 

Ti No signal 

E' Saturated 

150-250μ OHC No signal 

m Al Saturated 

Ti No signal 

m 

ω
 



표 1. 계속. 

Th K 、、γatcr
Samplc Sitc 

(%) contcnt(%) (ppm) (ppm) 

교동 6 교동리 3.06+0.07 7.93+0.47 4.30+0.07 17.26 ::t 8.15 

l)OS( ‘ ratc ESH a심‘(‘ \kan ESH 
(;rain siχc Esn signal D1JUV) 

( μ Cy샤'car) (kμ) agc(ka) 
E' No analysis 

OHC No analysis 
<25μm 

Al No analysis 

Ti No analysis 

E' 1573 ::t 244 4716+411 334+59 

OHC No signal 
25←45μm 

Al 1595+208 4716+411 338 ::t 53 

Ti No signal 

E' 1201+192 4679 ::t 408 257 ::t 47 

OHC No signal 
45→75μm 

Al 2680 ::t 295 4679+408 573 ::t 80 

Ti No signal 
Multiple 

E' 1409 ::t 316 4642+403 304+73 
ESR age 

31O::t 20 
OHC No signal 

75-100μm 
Al 3283+317 4642+403 715+93 

Ti No signal 

E' 1481 ::t 293 4594 ::t 399 322 十 70

100-150μ OHC No signal 

m Al Saturated 

Ti No signal 

E' 1490 ::t 199 4501 ::t 388 331+53 

150-250μ OHC No signal 

m Al Saturated 

Ti No signal 

” 
이
 



표 1. 계속. 

’ rh K \Vatcr 
Samplc Sitc 

(ppm) (ppm) ( (ι) contcnlJ(ι ) 

교동 8 교동리 2.54 ::t 0.07 l 1.33 ::t 0.48 4.24 ::t 0.06 17.26 ::t 8.15 

Dosc ratc Esn agc \lcan E님H 
(;rain sizc‘ Esn signal DE(GV) 

( μ Gy/yc,u-) (ka) agdka) 

E ’ No analysis 

OHC No analysis 
<25μm 

Al No analysis 

Ti No analysis 

E' 1790 ::t 211 4775 ::t 411 375 ::t 55 

OHC No signal 
25-45μm 

Al Saturated 

Ti No signal 

E ’ 2300 ::t 166 4737 ::t 407 485 ::t 54 

OHC No signal 
45-75μm 

Al Saturated 
Maximum 

Ti No signal 

E' 2440十 316 4700 ::t 403 519 ::t 81 
ESR age 

380 ::t 60 
OHC No signal 

75-100μm 
Al Saturated 

Ti No signal 

E' 2414 ::t 400 4651 ::t 398 519 ::t 97 

100-150μ OHC No signal 

m Al Saturated 

Ti No signal 

E' 2013 ::t 166 4558 ::t 389 442 ::t 52 

150-250μ OHC No signal 

m Al Saturated 

Ti No signal 

m 

ι
 



표 1. 계속. 

[1 T11 K 、Natcr
늬amplc Sitc 

(ppm) (ppm) (? ()) contcnt(?()) 

다방 132 다방리 1.91 ::t 0.06 6.71 ::t 0.43 1.81+0.04 17.26 ::t 8.15 

Dosc ratc ESH agc 1YTcan ESR 
( ~rμ111 Sl7C ESJ{ slgnêll DdGv) 

( μ ( 샤η γC<H') (ka) agc(ka) 

E' No analysis 

OHC No analysis 
<25μm 

Al No analysis 

Ti No analysis 

E' Saturated 

OHC No signal 
25-45μm 

Al Saturated 

Ti No signal 

E' Saturated 

OHC No signal 
45-75μm 

Al Saturated 

Ti No signal 
Saturated 

E' Saturated 

OHC No signal 
75-100μm 

Al Saturated 

Ti No signal 

E ’ Saturated 

100-150μ OHC No signal 

m Al Saturated 

Ti No signal 

E' Saturated 

150-250μ OHC No signal 

m Al Saturated 

Ti No signal 

잃
 



표 1. 계속. 

u Th K vVatcr 
S;:unplc Site 

(ppm) (ppm) (0“) contcnt((ι) 

서생 1 서생 1지점 2.47 ::t 0.05 7.97 ::t 0.36 1.02 ::t 0.02 17.26 ::t 8.15 

Dosc ratc Esn age l\1can Esn 
(~nlin sizc ESH signal DrJGv) 

( μ Gy/ycar) (ka) agdka) 

E' No analysis 

OHC No analysis 
<25μm 

Al No analysis 

Ti No analysis 

E ’ Saturated 

OHC No signal 
25-45μm 

Al Saturated 

Ti Saturated 

E' Saturated 

OHC No signal 
45-75μm 

Al Saturated 

Ti Saturated 
Saturated 

E' Saturated 

OHC No signal 
75-100μm 

Al Saturated 

Ti Saturated 

E' Saturated 

100-150μ OHC No signal 

m Al Saturated 

Ti Saturated 

E ’ Saturated 

150-250μ OHC No signal 

m Al Saturated 

Ti Saturated 

” 
와
 



표 1. 계속. 

U Th K vVatcr 
Sarnpll、 Sitc 

(ppm) (ppm) (%) contcnt(%) 

서생 2 서생 1지점 2.27 ::t 0.07 8.42::t 0.44 1.38十 0.04 17.26 ::t 8.15 

J)osc [ate ESH agc Vlc,!n ESH 
(;raltl SlZC Esn, signal D[、 (Gv)

( μ Gy'/\'car) (ka) ~I타dka) 

E' No analysis 

OHC No analysis 
<25μm 

Al No analysis 

Ti No analysis 

E' Saturated 

OHC No signal 
25-45μm 

Al Saturated 

Ti Saturated 

E' Saturated 

OHC No signal 
45-75μm 

Al Saturated 

Ti Saturated 
Saturated 

E' Saturated 

OHC No signal 
75-100μm 

Saturated Al 

Ti Saturated 

E' Saturated 

100-150μ OHC No signal 

m Al Saturated 

Ti Saturated 

E' Saturated 

150-250μ OHC No signal 

m Al Saturated 

Ti Saturated 

r 

ω
 



표 1. 계속. 

’ I 、 h K 、이’ atcl‘ 
r• arnpJc Sitc、

(ppm) (ppm) CÞo) contcnt( 끼;) 

서생 3 서생 1지점 2.42=t 0.06 7.49 =t 0.41 1.36 =t 0.03 17.26 =t 8.15 

Uosc 1'atc ESH agc \Ic,lll ES[{ 
( ~rμ111 SlZν ES I1 si 섭Tlé il DdGv) 

( I tC 샤'/\'car) ( k,l) aμc(ka) 

E' No analysis 

OHC No analysis 
<25μm 

Al No analysis 

Ti No analysis 

E' Saturated 

OHC No signal 
25-45μm 

Al Saturated 

Ti Saturated 

E' Saturated 

OHC No signal 
45-75μm 

Al Saturated 

Ti Saturated 
Saturated 

E' Saturated 

OHC No signal 
75-100μm 

Al Saturated 

Ti Saturated 

E' Saturated 

100→ 150μ OHC No signal 

m Al Saturated 

Ti Saturated 

E' Saturated 

150←250μ OHC No signal 

m Al Saturated 

Ti Satu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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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u Th K Watcr 
Samplc Sitc 

(ppm) (ppm) (%) contcnt(;!-o) 

서생 4 서생 2지점 2.80+0.05 10.93+0.40 1.69+0.03 17.26:t8.15 

Dosc ratc ESR agc λIcan ESH 
μn.1l1l SlZC ESH si섬‘nal DdGv) 

( μ Gy/y'car) (ka) a상:dka) 

E' No analysis 

OHC No analysis 
<25μm 

Al No analysis 

Ti No analysis 

E ’ Saturated 

OHC No signal 
25-45μm 

Al Saturated 

Ti Saturated 

E' Saturated 

OHC No signal 
45-75μm 

Al Saturated 

Ti Saturated 
Saturated 

E' Saturated 

OHC No signal 
75-100μm 

Al Saturated 

Ti Saturated 

E' Saturated 

100-150μ OHC No signal 

m Al Saturated 

Ti Saturated 

E ’ Saturated 

150-250μ OHC No signal 

m Al Saturated 

Ti Saturated 

[
/ 

q J 





5. 토의 및 결론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단층암 시료들은 제 4기 지층이 발견되지 않은 기 

반암(응회암， 화강암， 안산암)에서 채취한 시료들이다. 교동지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ESR신포가 포화되어 단층암의 마지막 활동시기를 결정할 수 없었다. 

서생지점의 단층될은 대부분 양산단층대와 평행하며 고각도의 경사각을 가진 

주향이동 단황으로 추정되며 적어도 제 471 이전에 형성되었거나 재활동 한 

것으로 여겨진다. 교동지점의 단층대는 어영단층대의 일부로 추정되며 하반쪽 

경계부의 단층l껴지대는 제 4기 이전에 마지막 단층운동이 일어났으며， 단층대 

의 중앙부에 발달하고있는 단층비지대는 약 38만년전에， 그리고 상반쪽 경계 

부에 있는 단층비지대는 약 31만년전에 재활동 한 것으로 여겨진다 교동지점 

에 발달된 단츰대에서는 하반쪽에서 상반쪽으로 단층활동이 이동된 경향을 

보인다. 다방지점에 발달된 단층은 안산암과 화강암의 경계를 이루고 있어 비 

교적 큰 단층으로 여겨지나 제 4기 이전에 마지막 단층활동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 결과 기반암에 발달되어 있는 단층비지대는 대부분 제 4 

기 이전에 마지막 단층운동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단층암의 ESR연령 

측정법이 기반암에 발달된 단층비지의 마지막 활동시기를 추정하는데 좋은 

방법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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