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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 단층에 대한 절대연대 측정법 정립 

11.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연대측정을 통한 단충 활동의 시공간적 형태 파악. 

• 원전부지의 향후 지질학적인 안전성 평가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 제4기 연대측정에 대한 국가적 기술 자립. 

川.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울산 단층대의 신기 단층 (말방I 입실r 원원사 단층)과 동해안 월성 원전 인근 

수렴 단층에 대한 연대측정. 

• 동해안 수렴리/ 정자리 지역 제4기 퇴적충 연대측정. 

• 경북 영되 지역 양산 주단층에 대한 예비적 연대측정. 

• 단충 연대측정 적용 방법 

-Rb-Sr 법 

-K-Ar 법 

-U-serìes 비 평 형 법 (234U_2~h) 

-우주 기 원 핵 종 법 (C-14, Be-l이 

IV. 연구개발결과 

· 단층비지에 대한 Rb-Sr, K-Ar 연대측정을 통한 단층운동의 시작 시점 파악. 

· 단층대 파쇄 대 충진 맥 암과 탄산염 암에 대 한 K-Ar, U-series 비 평 형 

연대측정을 통한 단충운동시기의 범위 결정. 

· 제471 퇴적층에 대한 우주기원핵종 연대측정 (Be-l0, C-14)을 통한 

단층운동시기의 범위 결정.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연대측정 결과는 원전부지 지진안전성 평가기술에 대한 중요한 정량적 자료임. 

· 이번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원전 부지 인근 단층대에 대해서 국내 기자 

재와 인력을 중심으로 연대 측정의 protocol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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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standing the type of tectonic deformation in space an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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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rmination of the maximum age of thε fault movement by cosmogenic nuc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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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Be-lO and C-14) appliεd to the Quatemary sediments. 

V . Applications of the Results 

. Application of the dating results in evaluating geologic stability of the site of 

nuclear powεr plants. 

. Providing principle data for preparing Korean type protocol of dating Quatemary 

tectonic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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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1 ;자 <그 서언 

지질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연대측정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 

요가 없다. 과거에 일어났던 지질학적 사건들I 즉 지진 및 단층 작용/ 화산 활 

동I 마그마의 관입r 퇴적 작용/ 해수면 변동， 지하수의 충진 등에 대한 연구에 있 

어서 그 사건들이 언제/ 또는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일어났었는가는 가장 기본적이 

고도 중요한 의문 사항이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지질 현상이 미래에도 같 

은 성격과 빈도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제4기와 같이 지질학적 

으로 가까운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연대측정은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성격과 빈도에 대한 예측에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원전 건설에 있어서 부지의 지진 안전성은 

과거 역사 기록이나 지진계 기록에만 의폰해서는 만족스럽게 평가되기 어렵다. 

원전 부지에 대해 과학적인 연대측정법을 이용하여 과거 지질시대 동안의 지진 

을 동반한 단충 활동의 시공간적 형태를 파악하는 것은 원전의 향후 지질학적인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자료가 된다. 단층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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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하는데 있어서 과거 단충 활동 

이 일어났던 가장 최근의 발생 시기를 제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U.S. 

Regulatory Guide 1.165). 

지구환경 변화를 일으킨 사건들에 대한 절대연대 측정법은 다양하게 제시되 

고 있으나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방법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일정한 붕괴율 

을 이용하는 동위원소 연대측정법이다. 이때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Miocene 이후의 소위 신기 단충 (Neotectonic faults)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활동 

시기를 제한해 줄 수 있는 동위원소 절대연대 측정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 

다 (Sowers et al., 1998). 

1) 지질학적으로 긴 반감기를 가지며 붕괴하는 동위원소 시스템 이용법: 

Rb-Sr, K-Ar, Ar-Ar 등 

---



2) U-series 비 평 형 법 : 234U_ 230Th, 잉5U_잉lPa 등 

3) 우주기원 핵종 이용법 14c， lOBe, 26 A l, 36C1 등 

4) 자연 방사능에 의한 누적적 물리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 

ESR, OSL/TL, Fission Track 등 

단층활동 시기는 단층비지에 대한 Rb-Sr, K-Ar, ESR 연대측정법이나 단층변 

에 대한 36Cl 노출연대측정법 등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알아낼 수도 있지만 단 

층에 의해 잘린 암석/ 또는 단층대를 충진한 석회암 맥 둥에 대한 연대측정에 의 

해 단층활동 시기의 상/ 하한을 알아낼 수도 있다. 최근 분석 기자재 및 실험 

방법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새롭게 적용될 수 있는 연대측정법이 개발됨과 아울 

러 과거 적용되던 방법의 효율성도 재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개발된 많은 연대측정법은 이론적f 실험적 또는 지질학적인 

많은 가정을 필요로 하며 적절한 시료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흔하다. 또 방법별 

로 당연히 측정 연대 범위와 오차가 달리 주어지며 연대 자료의 정확도와 정밀 

도를 좌우하는 요소도 각기 다르다. 성공적인 연대측정을 위해서는 지질 환경과 

시료 종류/ 연대 범위에 가장 적절한 연대측정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결과를 해석 

하는데 있어서는 자료를 생산한 방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먼저 고려하고 무엇보 

다도 지질학적인 해석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연대측정 자료의 오차 

를 수반할 수 있는 요소는 여러 가지이나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들은; 1) 기기 측정 오차， 2) 시료 자체의 문제， 3) 지질학적 해석의 오류， 4) 연 

대측정 가정의 오류 등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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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하고 특히 독립적인 다른 방법에 의한 연대측정 결과를 얻어 서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끈 한반도 동남부에서 지질학적으로 젊은 제4기에 활동한 흔적이 있는 단 

층들이 보고되고 있다 (최위찬 외， 1998, 1999; 이봉주 외， 1999a,b) 이 단층들은 

야외에서 관찰해 볼 때 제471로 추정되는 해안단구층 또는 계곡 퇴적층을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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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일단 제4기 단충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ESR과 

OSL법 동에 의해 단층 활동 시기I 또는 그 상한이 일부 제시된 바 있다 (이희권r 

1998a,b; Kwon et a1., 1999). 그러나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한국 동남부 지역의 

신기 지체운동을 정리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일부 상호 일치되지 않게 보 

고되는 연대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 그 의미가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신기 단층에 대한 연대 측정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을 감안 

할 때 가능한 한 여러 방법을 시행하여 결과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전적으로 외국 기관에 의뢰하여 부분적으로만 단층 

연대 측정이 시행되고 있어서 과학적 해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 보고 

서에서는 한국 동남부에서 기존 연구에 의해 제4기 단층으로 제시된 바 있는 단 

충들과 신기 퇴적층에 대해 기초과학지원연구소와 외국 분석기관의 기자재를 이 

용하여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연대측정법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에서 다룰 연대측정법은 Rb-Sr, K-Ar, 234U_23안h，-
14C, 10Be 퉁이며 각 방법별로 연대측정의 원리/ 시료 채취/ 시료 기재/ 실험 방법/ 

자료 처리/ 자료 해석 둥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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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지역과 시료 

이번 연구의 연대측정 대상은 경주와 울산을 잇는 울산 단충대 (김종환 외， 

1976; 원종관 외， 1978)에서 제4기 단층으로 보고된 (최위찬 외， 1998) 말방/ 업실/ 

원원사 단충과 동해안의 수렴 단충 (이봉주 외， 1999a) 및 수렴리와 정자리의 신 

기 퇴적층이다. 그리고 영덕 지역의 양산 단충대 육지 끝 부분에서 채취한 단충 

비지도 예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2-1). 

말방 단충 (350 44’40"/1290 20’20", 고도 175m)은 울산 단충대 에 서 처음으로 보 

고된 신기 단층으로서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 사곡 저수지 북쪽 벽면에 노두가 

잘 발달되어 있다. 이 단충은 하반의 역암충 위에 상반의 조립질 사암과 역암의 

호충대 및 유백색의 화강암 풍화대가 놓여 있는 역단층이며 주단층변의 주향과 

경사는 NS/52~ 이다 (그림 2-2). 단충비지는 주단충변을 따라 수 cm에서 최대 

24cm 정도의 폭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주단층변의 상반 역암충과 조립질 사암 사 

이에도 단충비지로 볼 수 있는 점토층이 발달되어 있다. 이희권 (1998a)은 이 노 

두의 지질구조를 thrust duplex로 해석하여 roof thrust7t 지충면과 평행하게 먼 

저 발달된 후 floor thrust7t 형 성 된 것으로 보았으며 roof thrust와 floor thrust 

단층비지의 최대 ESR 연령 (maximum ESR age)을 각각 175 :t56 ka (말방리 2 

시료)와 156 :t32 ka (말방리 1 시료)로 보고하였다 floor thrust의 또 한 단층비 

지 시료 (말방 4 시료)에 대해서는 179 :t5 ka의 다수센터 ESR 연령 (multiple 

ESR age)이 보고되었다 (이희권， 1998b). 이 노두에서는 3 개의 단층비지 시료를 

채취하여 (그림 2-2) XRD 분석과 입도 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중 이희권 

(1998a，b)이 floor thrust로 본 주단충면의 단층비지 1 시료 (CMB-2)에 대해서는 

K-Ar, Rb-Sr 연대측정을 시도하였다. CMB-1 시료는 CMB-2에서 단충비지대를 

따라 하부 337cm 지점에서 채취하였으며 그 지점에서의 단층비지대 폭은 최대 

5cm 정도이다. CMB-1 지점 단층비지대와 상부 화강암 풍화대 사이의 경계는 

다소 불분명하지만 하부 역암층과의 경계는 뚜렷한 편이다. CMB-3 시료는 주단 

층면의 상반 역암충과 조립질 사암 사이에 발달되어 있는 단층비지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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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연구지역의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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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말방 단충 노두 사진 및 시료 채취 위치 

7 • 



입실 단층은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서 양남면으로 가는 지방도로의 남쪽 

(N350 43'07"/ E1290 21'22", 고도 220m)에 잘 발달되어 있다. 주단층변의 주향과 

경사는 NS/700 E 정도이고 단층변을 경계로 하여 동측은 안산암이 그리고 서측은 

화강암이 접하며 이들을 부정합으로 덮는 신기 계곡 퇴적층이 약 7m의 낙차로 

변위되어 있다 (그림 2-3). 최위찬 외 (1998)는 입실단층대의 모암인 안산암에 대 

해 48.8::!::1.6 Ma의 K-Ar 연대를 보고하였다. 입실 지역 화강암의 연대가 직접 

적으로 측정된 바는 없지만 Kim and Kim (199끼은 남산 알칼리 화강암에 대한 

동위원소 연구를 통해 경주 지역 A-type 알칼리 화강암과 각섬석 흑운모 화강섬 

록암 및 흑운모 화강암의 Rb-Sr 전암 연대를 497±0.1 Ma (87SI786Sri = 0.70486 

::!::0.00001)로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입실 지역 단충대의 모암인 화강암과 안산 

암은 거의 동시기 화성 활동의 산물로 생각된다. 계곡 퇴적층은 폭 약 10m의 

안산암 파쇄대를 덮고있어 제371 이전에 이미 단층활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단충은 우수향의 주향이동단충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위찬 외， 1998). 편의상 

단충대의 남쪽으로부터 MA 노두， IR 노두， RB 노두로 나누어 시료 채취 위치를 

기 술한다 (그림 2-3). 

MA 노두에서는 서쪽의 화강암과 그 상부의 계곡퇴적충y 그리고 동쪽의 단층 

비지대가 접하는 곳으로부터 CIPMA-1, -2, -4 등 3개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그림 

2-3). CIPMA-1 시료는 화강암 상부 계곡 퇴적층 경계로부터 동쪽 약 1cm 가량 

의 앓은 연회색 단층비지이고 CIPMA-2는 그 동쪽에 약 4cm 간격으로 발달되어 

있는 황회 색 단층비 지 이 다. CIPMA-4는 CIPMA-1과 같은 단층비 지 대 이 나 그 하 

부/ 화강암 노두 동쪽편에 위치한다. 세 시료에 대해 입도 분석과 XRD 분석을 

실시하였고 CIPMA-1, -2 두 시료에 대해 Rb-Sr, K-Ar 연대측정을 시도하였다. 

이희권 (1998a)은 MA 노두의 미단충각력암과 제4기 퇴적층 사이 황갈색 경계전 

단띠 단층비지 (입실 1시료)에 대해 1601::!::193 ka의 평탄역 ESR 연령 (plateau 

ESR age)을 보고하였다. 

IR 노두에서는 잘 발달된 단층각력암대와 미단층각력암대 및 단층비지대를 

볼 수 있다 (그림 2-3). 이 노두에서는 CIPIR-1, -2, -3, -4, -ε -11, -12, -12A 등 

을 채취하여 입도 분석과 XRD 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중 CIPIR-2, -4, -11, -12A 

등에 대해 Rb-Sr, K-Ar 연대측정을 시도하였다. CIPIR-1은 화강암과 가장 인접 

한 미단층각력암대 (microbreccia band)이고 CIPIR-2는 미단층각력암대에 주입되 

8 • 



그림 2-3 업 실 단충 노두 사진 및 시 료 채 취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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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ar band CIPRB5 Lawmontite vein in andesite 

그림 2-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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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는 녹회색 단충비지이다. CIPIR-3은 미단층각력암대에서 동측 안산암쪽으로 

폭 약 120cm 정도 발달되어있는 단층각력암대의 녹회색 단충비지이고 CIPIR-4는 

그 부분의 적갈색 단층비지이다. CIPIR-5는 안산암쪽에 발달되어있는 단충각력 

암대의 짙은 적갈색의 단충비지이고 CIPIR-ll은 미단충각력암대에서 단충비지대 

쪽 10cm 이내의 지점에서 채취한 단층비지이다. CIPIR-12는 미단충각력암대 바 

로 동편의 인접한 단충비지대에서 채취한 녹회색 단충비지이고 CIPIR-12A는 그 

부분에 발달된 폭 1-2 mm 정도의 연회색 전단띠 (shear band)이다. 이희권 

(1998a)은 IR 노두 미단충각력암과 주단충점토대 사이 녹회색 경계전단띠 단충비 

지 (입실 3 시료)에 대해 MA 노두의 입실-1 시료와 오차 범위 내에서 구별되지 

않는 1724 :t235 ka의 평탄역 FSR 연령을 보고하였고 바로 인접한 녹회색 주단충 

면 단충비지 (입실 7 시료)에 대해서는 1131 :t104 ka의 평탄역 FSR 연령을 보고 

하였다. 

RB 노두에서는 CIPRB-1, -2, -5 동 세 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입도 분석과 

XRD 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중 CIPRB-2, -5 둥에 대해 Rb-Sr, K-Ar 연대측정을 

시도하였다. CIPRB-1은 화강암 동쪽에 약 30cm 폭으로 발달된 단충비 지 대 의 적 

갈색 단충비지이고， CIPRB-2는 그 부분의 녹회색 단층비지로서 CIPIR-12와 대비 

된다. CIPRB-5는 화강암과 단충비지대 사이에 발달된 수 mm 폭의 연회색 전단 

띠로서 CIPIR-12A와 대비되는 시료이다. 

한편 입실 단층대의 안산암 파쇄대에는 탄산염암 맥이 충진되어 있다 (그림 

2-3). 파쇄대의 주향 방향은 단충 비지대와 비슷한 NS이고 경사는 700 E 내지 수 

직이다. 그를 채운 돌로마이트 맥의 두께는 대개 1-3cm 정도이다. 한 돌로마 

이트 맥 에 서 수 cm 내 지 수십 cm 간격으로 4개 의 시 료 (9912IPIR-1A, -lB, -lC, 

-lD)를 채취하였고 약 6m 정도 떨어진 위치의 다른 돌로마이트 맥에서 수 cm 

간격으로 3개의 시료 (9912IPIR-2A-1, -2A-2, -2B)를 채취하였다. 그리고 그 주변 

에서 포켈상으로 파쇄대를 채운 방해석 시료 (CIPIR2-1)와 돌로마이트 시료 

(CIPIR2-2)를 채취하였다. 이들 탄산염암에 대해 230π1_234U 비평형 연대측정을 

시도하였다. 최위찬 외 (1998)은 입실 단층대의 탄산염암 (CC1, CC2 시료)에 대 

해 C-14 연대측정을 시도하였으나 연대측정의 한계를 초과하는 결과를 얻었다. 

입실 단층대의 안산암 파쇄대와 단층비지대에는 폭 수 cm 정도의 불석 (로몬 

타이트 laumontite) 맥이 발달되는데 (그림 2-3) 아마도 단층 운동 이후에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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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변질의 산물로 보인다. CIPIR-8은 안산암 파쇄대에서/ 그리고 CIPIR-9는 단 

층비지대에서 채취한 불석맥으로 그를 대상으로 K-Ar 연대측정을 시도하였다. 

최위찬 외 (1998)에서는 업실 단층대와 연관된 열극을 충진하는 알바이트 맥에 

대해 1.0:t O.2 Ma의 K-Ar 연대를 보고하였으나 실제 입실 단층대에서 불석 맥 

외에 알바이트 맥은 찾지 못하였다. 

원원사 단층 노두 (N350 41'44l jE129021'07", 고도 260m)에서는 화강암 위에 부 

정합으로 신기 계곡 퇴적층이 덮여 있고 다시 그 위에 저각도의 충상단층 

(N~Ej100NW)에 의해 화강암이 신기 계곡 퇴적층을 올라타고 있다 (그립 2-4). 

거의 수평의 단충대에 폭 10-30cm 규모로 발달하는 적갈색 단충비지는 4조가 

서로 연결되어있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2-4). CWW-1은 신기 역암층 위에 발달 

된 단층비지로서 상부 화강암 풍화대와의 경계는 뚜렷하지만 하부 역암충과의 

경 계 는 불분명 하다 CWW-2는 CWW-1 북쪽 약 250cm 지 점 에서 채취하였고 

CWW-3, -5는 CWW-l 기준 약 9m 지점 동쪽에서 채취하였다 (그림 2-4). 이들 

단층비지에 대해 XRD, 입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CWW-1, -2, -3 시료에 대해 

K-Ar, Rb-Sr 연대측정을 시행하였다. 이희권 (1998a)은 화강암과 제4기층 사이 

적갈색 단층비지 (원원사-3 시료)에 대해 133 :t 10 ka의 평탄역 ESR 연령을 보고 

하였다.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의 현대자동차 연수원 신축부지에 발달된 수렴 단층 노 

두(N35040'06.4ljE129027'19.8"， 고도 53m)에서는 제3기 이전의 역암층을 분급이 

좋은 제4기층이 부정합으로 피복하고 있으며 그 부정합면은 역단층에 의해 예인 

되고 절단되어 있다 (그림 2-5). 단층면의 주향/ 경사 방향은 하부에서는 

N430 Ej260 SE 이며 지표 최상부에서의 경사는 거의 수평이다. 단층변에 발달된 

적갈색 단충비지의 폭은 7-10cm 정도이지만 하부로 가면서 앓아진다. 하부의 

고기층에 최대 28cm 폭으로 발달된 녹회색의 단층비지대는 폭 4-7cm 규모로 

상부로 연장되지만 부정합변을 관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5). 제4기층 내에 발달된 단층비지대에서 CSU-2 시료를/ 그리고 371 이전층에 

발달된 단층비지대에서 CSU-4를 채취하였다. CSU-6은 CSU-4 채취 위치에서 위 

쪽으로 발달된 단층비지로서 CSU-4 위쪽 약 1m 지점에서 채취되었다. 이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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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원원사 단충 노두 사진 및 시료 채취 위치 

n 



그림 2-5 수렴 단층 노두 사진 및 시료 채취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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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대해 XRD, 입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CSU-4, -6 en 시료에 대해 K-Ar, Rb-Sr 

연대측정을 시행하였다. 이희권 (1998b)은 제4기층 내부에 발달한 단층면에서 

채취한 적갈색 단층비지 (수렴 -1 시료; CSU-2와 비슷한 위치)에 대해 385 :t 25 ka 

의 평탄역 ESR 연령을 보고하였다. 

수렴 단층에 의해 잘린 상반의 제4기층에 대해 Be-10 연대측정이 시도되었다. 

층리면의 방향은 N580 W j300

NS이다. Be-10 연대측정을 위한 CSUB-1, -3 시료는 

단층 상반 부정합변의 기저역암으로부터 각각 20cm, 70cm 상부에서 채취되었고 

2-5) CSUB-3 지점에서 상부 표토충으로 덮여있는 경계까지는 약 70cm 정 

따라서 Be-10 시료 채취 지점의 대략적인 제471충 두께는 140cm 정도 

(그림 

도이다. 

이다. CSUB-3은 세립질의 사암층으로 수평 방향의 연장성이 비교적 좋다. 

Be-10 연대측정은 Purdue University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Kwon et al. 

(1999)은 9912SU-1, -2, -3 채취위치 북쪽의 단충 하반 제4기층에 대해 하부에서 

상부로 가면서 젊어지는 (58.1 :t11.7 ka, 52.6 :t6.4 ka, 31.7 :t3.9 ka) O5L 연대를 

보고하였다. 그 연대는 이희권 (1998b)의 ESR 단층연대보다 오히려 젊어 지표환 

경에서의 단충운동 때 ESR signal이 완전히 reset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정자리의 단구층에서 C-14 연대측정이 시도되었다. 정자리-1 지점 

(N350 37'59.2"jE1290 26'21.7", 고도 26m)에서는 두군데 유기점토층을 채취하여 미 

국 Geochron Lab에 C-14 연대측정을 의뢰하였다 (그림 2-6). 하부 유기점토층 

(채취시료 9912Qd-2B)은 폭이 10-15cm로 연장성이 매우 좋으며 유기물 함량이 

높아 검은색을 띄고 있다. 상부 유기점토층(채취시료 9912Qd-2C)도 폭이 하부 

유기점토층과 유사하며 연장성도 좋은 편이다. 하부 유기점토층보다 유기물과 

점토 성분이 적어서 연한 갈색을 띈다. 하부 유기접토층과 상부 유기점토층은 

약 80-100cm의 간격으로 채취되었다. 하부 유기점토층에서 채취한 9912Qd-2B는 

식물의 잔뿌리가 무수히 발달되어 있으나 상부 유기점토층에서 채취한 

9912Qd-2C는 식묻의 잔뿌리가 드문 편이다. 

영덕 지역의 양산단층 육지 끝부분 (그림 2-7; N36026'54.2"jE129023'58.5")에서 

는 경상누층군의 화산암 및 퇴적층을 모암으로 하여 폭 26m 정도의 대규모 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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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정자리 1 지점 단구충 사진 및 시료 채취 위치 

η
 



그림 2-7 영덕지역 양산 단층 노두 사진 및 시료 채취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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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N8
0

Ej800SE)가 발달되어 있다. 예비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이 중 녹갈색 단 

층비지 (CYS-2B)와 적갈색 단충비지 시료 (CYS-2C)를 채취하여 XRD, 입도 분석 

을 실시하였고 CYS-2C에 대해 K-Ar, Rb-Sr 연대측정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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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대측정 결과 

제 1 절 단층비지 Rb-Sr 및 K-Ar 연대측정 

1. 연대측정의 원리 

가. Rb-Sr 연대측정 

87Rb은 β- 붕괴를 통해 87Sr으로 변하며 붕괴상수는 1.42 X 10-11 j Y이다 

(반감기 는 48.8 X 109 y) (Steiger and Jaeger, 1977). 그 관계 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시스템의 연대와 관계된다. 

聽=(聽l+(聽}e"' -1) 프 (聽l+(聽)λ t 

(충분히 긴 t에 대해서 e Àt 프 1 + À t) 

위 식에 의해 시료의 87Srj86Sr과 87Rbj86Sr을 각각 y, x 값으로 잡는 그래프를 그 

릴 경우 그 각도는 Àt를/ 그리고 y 절편은 87Sr/6Sr 초기치를 지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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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 

쇄계를 유지하였다는 것이다. 

그 긴 반감기 때문에 Rb-Sr법은 대개 제371 이전의 지질연대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질량분석기의 발달로 인해 87Srj86Sr을 100ppm 오차 수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시료의 RbjSr비가 충분히 변화할 경우 제471 연대를 

측정하는 것이 수학적으로는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시료의 RbjSr비가 100 정 

도 변화하는 시료에 대해 87Sr/6Sr, 87Rb/6Sr을 각각 0.01 %, 0.5% 오차 수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약 100만년의 연대를 3% 이하의 오차 수준에서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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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나. K-Ar 연대측정 

K는 지구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 8번째로 풍부한 원소로서 주요 조암광물의 

주구성원소이다. K의 동위원소 중 연대 측정에 이용되는 40K는 전체 K의 0.012 

%를 차지하며 40K는 자연적으로 40Ca와 때Ar으로 붕괴한다. 이중 11.2 %가 40Ar 

으로 붕괴한다. K을 포함하는 system에서 이 방사성 붕괴에 따른 관계는 다음 

의 식으로 설명된다. 
40 ... * . 40,,_* _ 40 Ar* + 4UCa* = 4UK (e Àt 

- 1) 

À: 40K의 총 붕괴 상수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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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Ar‘ À / À é 4OK(e Àt_1) 

여기에서 암석의 생성연대 t는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된다. 

t=+ lnr좌다ι . ++11 
À "<1 K 40 Àé ’ | 

이때， Àé은 전자포획에 의한 40K의 40Ar으로의 붕괴상수를 나타낸다. 

결국 암석이나 광묻의 K-Ar 연대를 알기 위해서는 방사성 붕괴에 의해 축적 

된 Ar의 양과 K의 양을 측정해야 한다. 암석내의 K양의 측정은 일반적인 습식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Ar의 양은 38Ar을 spike로 이용하는 동 

위원소 희석법이나 sensitivity method를 통해 측정된다. 계산된 Ar 중에서 방사 

성 붕괴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Ar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295.5의 40Ar/6Ar 비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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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충암에 대한 Rb-Sr, K-Ar 연대측정 

단충운동 때의 파쇄작용과 연이은 열수변질작용에 의해 Rb, K을 함유하는 새 

로운 자생광물이 만들어지거나 기폰 광물의 Rb-Sr, K-Ar 시스템이 재평형에 도 

달할 경우 단충운동의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Kralik et al., 1987; 1992). 단충 

운동 동안의 기계적인 파쇄작용에 의해 잘게 부서진 암석은 공극율이 높아지고 

열수의 유입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쉽게 자생적인 (authigenic) 점토광물로 변한 

다. 단충비지 점토광물에 대한 K-Ar, Rb-Sr 연대측정 결과는 열수변질작용의 시 

기를 정의하는 것이지만 파쇄작용과 열수변질의 시기가 지질학적으로 거의 같다 

고 보기 때문에 단충운동의 시기를 지시할 수 있는 것이다 (Tanaka et al., 1995). 

그러나 단충비지에 대한 의미 있는 K-Ar, Rb-Sr 연대측정은 쉽지 않은데I 그 이 

유는 주로 자생적인 접토광물만 분리하기가 어렵다는 점， 원래 존재하던 방사기 

원 물질 (i바lerited radiogenic component), 그리고 이차적인 변질에 의한 원소의 

유동 때문이다. 최근까지 제471 단충운동의 시기를 Rb-Sr, K-Ar법으로 정의한 

연구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지 않다. 국내에서는 사공희 외 (1998)가 

동해안의 수렴 단층과 인접한 읍천리 단층에 대해 52.0 ::t 7.8 Ma, 64.24 ::t 0.47 Ma, 

양산단층계의 상천리 단층에 대해 32.0 ::t 2.5 Ma의 Rb-Sr 연대측정 결과를 얻고 

그를 고기 단충운동의 시기로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사공희 외 (1998)는 예비 

적 성격의 연구로서 여러 개의 시료에 의해 재현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따라서 

연대의 성격도 아직은 불분명하다. 

2. 단층비지의 특징 

가. 입도 분석 

말방I 입실l 원원사f 수렴 y 영덕 지역 단층비지의 입도 분석을 한국해양연구소 

에 의뢰하였다. 시료를 우선 과산화수소와 염산으로 처리하여 유기물과 탄산염 

을 제거하였다. 이 시료들을 4φ 체로 습식체질 하여 4φ 이하 조립질 시료는 

Rotap sieve shaker로 20분간 체절한 다음 0.5φ 간격으로 무게 백분율을 구하였 

깅
 



습식체질에 의해 분리된 4φ 이상 세립질 시료는 2g을 취해 300ml의 0.1% 

Calgon 용액에 희석시킨 후 초음파 진동기와 자기 진동기로 균일하게 

다. 분산된 시료는 자동입도분석기 (model Sedigraph 5100)에 의해 입도를 분석 

결과는 표 3-1-1과 같으며/ 통계 분석을 통해 평균 입도/ 분급 

첨도를 구하였다. 

분산시켰 

다. 

입도분석 하였다. 

도/ 왜도 및 

단충비지의 clay size 함유율은 평균적으로 볼 때 

(28-48%) 입실I 영덕 단층에서 높다 (최대 81%). 

별로 없고 sand size와 clay size로 구성되는 bimodal distribution을 보인다. 입 

시료의 경우 미단층각력암대 시료 (CIPIR-1)와 단층각력암대 시료 

(CIPIR-3, -4, -5)에서 상대적으로 clay size 함유율이 낮다. 대부분의 단충대에서 

단충비지와 함께 각력들이 섞여있으므로 같은 지역의 시료라고 해도 clay size의 

함유율이 달라질 수 있다. 분석된 시료들의 입도 누적 분포를 그림으로 나타내 

면 그림 3-1-1과 같다. 

말방r 수렴 단층에서 

대부분의 시료에서 silt size는 

낮고 

단충 실 

나. 업자 분리 

각 입자들이 개개의 결정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 

(suspension)을 만들어 Stokes'law에 따른 원심분리 퇴적법 

(centrifuged sedimentation)을 이 용하여 (Jackson, 1969) 입 자들을 크기 에 따 

라 분리하였다. 사용한 원심분리기는 반경이 15cm이며， 50mQ 원섬분리용 튜 

브 6개씩 한번에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리법은 아래와 같다. 

느
 」

이
샤
 

구성하고 

현탁액 

시료를 

정하에 

현탁액을 첨가하여 

따른다. 이 과정을 3회 

넣고 3차 증류수를 

비커에 1 e 
비커에 

준비한 다른 

시료를 1 e 의 
입자만을 r:t: 

L 

1) 100 - 200g의 

만들어 위에 

반복한다. 

magne tIc L-1 -:ì 
걷r ←← 비 커 의 4/5 정도 현탁액 이 차변 magnetic stirrer를 

plate 위에 올려놓은 후， 2시간 동안 분산시킨다 

분산된 시료를 500mQ 비커에 

1 e 2) 

초음파세척기 다음 따른 3) 

(ultrasonica tor)로 5분간 분산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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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1 단층비지에 대한 입도분석 자료 

Phi 0 2 3 4 5 6 7 8 9 10 II 

diameter (μm) 1000 500 250 125 63 31.3 15.6 7.81 3.91 1.95 0.98 0.49 
sand silt clay 

Malbang fault 
CMB-2 12.64 13.78 9.99 9.14 7.26 1.51 2.74 3.1 6 3.3 1 2.41 1.79 32.26 
CMB-3 10.62 12.61 10.14 9.52 6.81 1.41 2.72 3.22 3.42 2.52 1.91 35.09 

Ipsil fault 
CIPIR-l 20.10 22.15 19.18 16.97 4.20 0.05 0.28 0.34 0.28 0.21 0.18 16.05 
CIPIR-2 0.00 1.37 2.21 5.04 14.87 0.69 1.23 1.53 1.76 2.22 2.53 66.55 

CIPIR-3 0.00 0.37 4.67 28.95 20.61 0.86 0.77 0.72 0.63 1.04 0.99 40.39 
CIPIR-4 0.00 0.1 0 1.48 22.97 23 .43 0.26 0.42 0.57 1.04 1.61 1.92 46.20 

CIPIR-5 0.00 0.32 5.23 38.76 23.88 0.22 0.67 0.86 1.08 1.43 1.33 26.22 

CIPIR-ll 0.09 0.28 1.07 5.3 1 19.06 0.45 1.1 1 1.1 1 1.48 2.15 2.00 65.88 
CIPIR-12 1.79 2.21 2.46 3.56 14.04 0.68 1.37 1.67 2.13 2.81 2.96 64.32 

CIPRB-2 0.00 0.44 2.43 5.65 9.26 0.33 1.40 1.31 1.72 2.05 2.30 73 .1 0 

CIPMA-l 0.28 1.84 3.54 3.1 3 3.89 0.61 1.14 1.49 2.1 0 1.66 1.57 78.74 

CIPMA-2 2.41 2.85 3.35 5.90 9.08 0.23 2.29 3.21 3.43 3.05 2.06 62.13 

CIPMA-4 4.81 6.15 6.3 1 7.50 7.69 0.61 0.88 0.94 1.28 1.14 1.14 61.55 

Wonwonsa fault 
CWW-l 4.13 4.80 5.69 8.28 9.50 1.15 1.69 1.83 1.96 2.03 2.50 56.45 

CWW-3 7.75 5.97 7.39 13.94 15.75 0.79 0.98 1.18 1.03 1.03 0.89 43.29 

Surγum fault 
CSU-2 0.00 2.46 17.42 30.30 18.14 0.5 1 0.79 0.85 1.23 0.95 0.76 26.59 

CSU-4 0.00 0.00 5.07 17.67 24.46 0.11 2.12 2.71 2.71 1.91 1.33 41.93 

CSU-6 0.00 0.00 2.87 14.67 24.27 0.23 3.17 3.23 2.82 2.35 1.59 44.80 

Yangsan main fault in Youngdeog area 
CYS2B 1.22 1.70 3.81 8.79 35.52 0.44 1.27 1.37 2.30 3.37 3.03 37.17 

CYS2C 0.91 1.24 1.47 2.15 8.82 1.19 1.96 1.96 2.30 3.58 4.35 70.07 

π
 μ 



표3-1 → 1 (계속) 

Gravel Sand Silt Clay by Folk Mz(Phi) St.De. Skew. Kurt. 

Malbang fault 
CMB-2 52.82 10.72 36.46 cS 5.07 4.39 0.16 1.33 
CMB-3 49.70 10.77 39.52 sC 5.40 4.38 0.04 1.30 

Ipsil fault 
CIPIR-l 82.61 0.95 16.44 cS 2.65 3.67 1.42 3.53 
CIPIR-2 23 .49 5.21 71 .30 sC 8.43 3.24 -1.1 1 2.47 
CIPIR-3 54.60 2.98 42 .42 cS 6.12 3.78 0.22 1.15 
CIPIR-4 47.98 2.29 49.73 sC 6.74 3.71 -0.05 1.09 
CIPIR-5 68.19 2.83 28.98 cS 5.07 3.48 0.80 1.79 

CIPIR-ll 25.81 4.15 70.04 sC 8.37 3.21 -0.98 2.12 
CIPIR-12 24.06 5.85 70.09 sC 8.27 3.43 -1.1 4 2.68 
CIPRB-2 17.78 4.76 77 .46 sC 8.88 2.98 -1.49 3.47 
CIPMA-l 12.68 5.34 81.98 sC 9.18 2.87 -1.99 5.37 
CIPMA-2 23.59 9.16 67.25 sC 8.10 3.55 -1.09 2.61 
CIPMA-4 32.46 3.71 63.83 sC 7.46 4.14 -0.77 1.81 

Wonwonsa fault 
C찌매T-l 32.40 6.63 60.97 sC 7.38 4.00 -0.71 1.79 
CW찌T-3 50.81 3.98 45.21 cS 5.96 4.27 -0.06 1.29 

SUIγum fault 

CSU-2 68 .32 3.38 28 .30 cS 4.83 3.65 0.77 1.81 
CSU-4 47.19 7.65 45 .1 6 sC 6.57 3.64 0.01 1.17 
CSU-6 41.81 9.45 48.74 sC 6.92 3.54 -0 .1 4 1.20 

Yangsan main fault in Youngdeog area 
CYS2B 51.05 5.38 43.57 cS 6.35 3.63 0.06 1.30 
CYS2C 14.59 7.41 78.00 sC 8.92 2.89 -1.66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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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계속) (a: 원원사 단층 b: 수렴 단층c: 영덕지역 양산 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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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산된 현탁액을 원심분리용 튜브에 넣고 300rprn에서 3.3분 동안 회전시 

킨 뒤 위에 푼 현탁액을 2Q 비커에 따라 보관한다. 튜브 밑바닥에 남아있 

는 시료에 증류수를 첨가한 다음 초음파세척기로 약 2분간 분산시킨 후/ 다 

시 같은 조건으로 원심분리를 한다. 이 과정을 3회 반복한다 반복 작업을 

시행하는 것은 위에 픈 현탁액은 5JLlll 이하의 입자이지만 가라앉은 부분에도 

5띠n 이하의 입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들을 충분히 분리해 내기 위한 과정 

이다. 

5) 4) 작업에서 보관된 현탁액을 750rprn에서 3.3분간 원심 분리한 다음 위에 

뜬 현탁액은 다른 2Q 비커에 따로 보관하고/ 튜브 바닥에 남아있는 시료는 

증류수를 첨가하여 초음파세척기로 2분간 분산시킨 다음 위 과정을 2회 더 

반복한다. 이 때 위에 뜬 현탁액에는 2μm 이하의 입자가 있으며 l 튜브 바닥에 

가라앉은 시료에는 5-2띠n의 입자들이 들어 있다. 

6) 5) 작업에서 보관된 현탁액을 1500rprn에서 5분간 원심 분리한 다음 위에 

픈 현탁액은 다른 2Q 비커에 따라 보관하고， 튜브 바닥에 남아있는 시료는 

증류수를 첨가하여 초음파세척기로 2분간 분산시칸 다음 위 과정을 2회 더 

반복한다. 이 때 위에 픈 현탁액에는 1JLlll 이하의 입자가 있으며 r 튜브 바닥 

에 가라앉은 시료에는 2-1JLlll의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7) 최종적으로 남은 현탁액에서 점토광물 입자들 (l JLlll 이하)의 빠른 회수를 

위해 초고속원심분리기를 이용해 완전히 회수하였다. 

다. 광물학적 특정 

입실I 수렴， 말방I 원원사 및 양산 단충비지의 광물조성/ 점토광물들의 특 

성 및 상호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x-선 회절분석， 주사전자현미경관찰과 전자 

현미분석을 실시하였다. 점토광물의 정확한 감정을 위해 업자크기별로 분리 

하여 에틸렌글리콜 (Ethylene Glycol)의 증발 흡착실험 y 가열실험을 병행하여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하였다. 

(1) 단층비 지 의 광물조성 

단층비지의 구성광물을 확인하기 위해 각 단층비지로부터 채취된 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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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건조 시킨 후/ 분말화하여 x-선 회절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3-1-2 (입실)， 3-2-3 (원원사)， 3-1-4 (말방과 수렴)에 도시하였다. 석영 r 알바이 

트/ 정장석 및 사장석이 결정질 광물로 관찰되었으며/ 말방 단층비지에서는 

소량이긴 하지만 녹염석 (epidote) 이 관찰되기도 한다. 영덕 지역의 양산 단 

층을 제외한 모든 단층비지에서 스멕타이트 (smectite) 광물이 주요 접토광물 

로 산출되며/ 일라이트 (illite)와 캐올리나이트 (ka이inite) 등이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이며 소량 나타난다. 양산 단층비지에서는 특징적으로 일 

라이트와 캐올리나이트가 주요점토광물로 확인되며 y 스멕타이트 광물은 소량 

관찰된다. x-선 회절분석결과를 이용한 구성광물간의 조성비를 표3-1-2에 정 

리하였다. 입실에서는 단층비지의 좌우 가장자리에서는 20% 내외의 점토광 

물을 함유하고 었으나/ 중심부의 비지쪽으로 가면서 점토광물의 함유율이 높 

아져 35-40%를 유지하며， 100-200μm 크기의 석영， 정장석 및 알바이트의 작은 

입자들 사이의 공간에 점토광물이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며 분포하고 있다 

(그림 3-1-6A). 입실단충 주변에서 단층과 같은 방향으로 발달되어 있는 암 

맥을 구성하는 흰색 결정들은 대부분 Ca을 함유하고 있는 탄산염광불과 불 

석 광물로 확인되었다 (그림 3-1-5). 즉/ 방해석 (calcite), 백운석 ( dolomite), 

로몬타이트 (Laumontite), 클리높틸로라이트 (clinoptilolite) 또는 흘란다이트 

(heulandite)가 단독으로 산출하거나 몇 개의 광물이 함께 수반하기도 한다. 

원원사 단층비지에는 10% 내외의 점토광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l 타 단층비지 

에 비해 상대적으로 석영과 정장석이 적고/ 전체 구성 광물 중 약 70% 이상 

이 사장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μm 정도 크기의 알바이트 결정입자들 사 

이에 접토광물이 방향성 가지면서 분포하고 있다 (그림 3-1-6B). 말방 단층비 

지에서는 석영 및 장석 입자틀의 파쇄대 간극을 따라 접토광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림 3-1-6C)， 그 함량은 5% 미만이지만 다양한 종류의 점토광물로 구 

성되어 있는 반면에 l 수렴에서는 전체 광물조성 중 80% 이상이 점토광물로 

구성되어 았으나 (표3-1-2) 대부분이 스멕타이트 광물이며/ 시료 내에서도 결 

정입자들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림 3-1-60). 양산단층비지의 점토광물 함유율 

은 30% 이상으로 일반적인 단층비지의 접토광물 조성비와 유사하나 구성 점 

토광묻이 타 단층비지와 달리 주로 일라이트 및 캐올리나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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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시료의 암맥 충진 변
 

주
 
’ 단층 입실 3-1-5 그림 



그림 3-1-6 단충비지에 대한 후방산란전자영상. 

A, 입실 단충비지; B, 원원사 단층비지; C, 말방 단충비지; D, 수렴 단층비지. 

Sm=smectite, Ab=albite, Or=orthocl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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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토광물의 특성 

점토광묻의 정확한 규명 및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채취한 시편들을 5-2μm， 

2-1μm， < 1μm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리하였으며 r 각각의 크기별 분리 시료 

를 유리판 위에서 자연 건조시켜 x-선 회절실험을 시행하였다. 특히 < 1μm 

입자들은 EG처리 (600C에서 24hr) , 가열실험 (3500 C 및 5500C에서 각각 2hr)을 

거친 후 x-선 회절분석을 하였다. 

업실 단층비지의 1μm 이하 입자들의 x-선 회절분석결과 점토광물의 90% 

이상이 스멕타이트 광물이며/ 소량의 캐올리나이트를 수반하고 있는 것이 확 

인되었다 (그림 3-1-7). 점토광물의 정확한 규명을 위한 실험결과가 그림 3-1-8 

에 도시되어있는데/ 미처리 시료에서 나타나는 14.6A 및 7.1A의 피크는 EG 

처리 후， 14A 의 피크는 16.9A로 팽창되었으며， 7A의 피크는 그대로 유지되 

었고y 이 시료를 350
0

C에서 가열한 결과 16.9A피크는 모두 10A으로 수축하 

였으며 I 역시 7A의 피크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동 시료를 다시 5500C로 가 

열한 결과 10A 의 피크만 남았다. 이러한 결과는 14.6A 의 피크는 스멕타이트 

광물임을 나타내며， 7.1A 피크는 캐올리나이트임을 지시한다. 점토광물의 연 

마편을 만들어 실시한 전자현미분석에서 스멕타이트의 대부분은 전하가 비교 

적 큰 (Na, Ca의 함량이 높은) 몬모렬로나이트 (montmori1lonite)임이 밝혀졌 

으며 (표3-1-3) ， 미량의 일라이트가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 

실은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을 통해 확인되는데 y 그림 3-1-9A와 B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몬모렬로나이트 flake가 발달하고 있는 곳에서 국부적으로 일라이트 

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원원사 단층비지의 점토광물은 70% 이상의 스멕타이트 광물과 약 30%의 

일라이트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3-1-8B). 스멕타이트 광물은 비교적 큰 전하 

를 가진 몬모릴로나이트임이 화학분석 결과 확인되었으며， 국부적으로 일라 

이트와 혼합되어 있다 (표3-1-3). 몬모렬로나이트의 flake는 비교적 두껍게 

발달하며， 1μm 내외의 방사상 모양을 한 일라이트가 그 사이에 성장하고 있 

다 (그림 3-1-9). 

말방 단층비지의 점토광물은 스멕타이트/ 질석 I 일라이트r 캐올리나이트와 

Ij5 (일라이트/스멕타이트 혼합광물)가 함유되어 있는 매우 복잡한 광물 조 

성을 보이고 있다 즉， 그림 3-1-7C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분리한 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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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단층비지의 점토광물에 대한 전자현미분석결과 

CIPIR11 CWW1 

Si02 57.30 56 .47 56.51 57.35 54 .46 56.28 53.88 55.20 54.51 50.60 55.46 57.36 55.99 

Ti02 0.81 0.83 0.65 1.54 1.01 0.87 0.04 0.02 0.07 0.06 0.00 0.07 0.03 
AI203 21.00 20.92 20.89 17.43 19.49 18.79 23.92 21.87 21.95 26.18 23.37 19.22 18.59 

Fe203 2.73 4.62 3.82 4.94 6.00 4.39 1.98 2.26 1.10 3.98 2.13 3.52 4.06 
MnO 0.13 0.12 0.01 0.10 0.10 0.00 0.14 0.18 0.28 0.23 0.08 0.15 0.28 
MgO 2.41 2.50 1.98 3.23 3.20 2.37 1.50 1.81 2.02 1.82 2.48 1.42 2.03 
CaO 1.57 1.26 1.00 1.97 1.68 1.25 1.64 1.28 1.34 0.94 1.31 0.77 0.84 
Na20 1.22 0.62 0.33 0.45 0.50 1.00 2.03 1.91 1.99 0.43 0.86 0.08 0.38 
K20 0.80 1.18 0.75 0.79 1.65 1.55 1.32 1.21 0.19 3.59 1.62 4.15 4.27 

Total 87.97 88.51 85.93 87.80 88.07 86 .49 86.44 85.75 83 .45 87.82 87.30 86.74 86 .46 
ν」
\P 

(계속) 

CMB2 CSU4 

Si02 55.12 52.20 50.59 51.26 48.75 51.65 47.99 53.01 48.07 55.60 54.77 46.37 43.95 
Ti02 0.01 0.03 0.31 0.31 0.08 0.19 0.83 0.82 1.13 0.83 0.88 1.52 1.18 
AI203 26.97 29.09 17.60 16.08 34 .74 35 .46 23.18 19.74 22.07 17.95 22.50 24.10 24.21 
Fe203 1.35 1.04 17.36 17.22 0.58 0.92 8.90 7.74. 9.35 7.55 4.63 9.33 10.49 
MnO 0.00 0.00 0.08 0.12 0.00 0.00 0.12 0.07 0.04 0.02 0.30 0.15 0.11 
MgO 2.65 1.96 1.08 0.95 0.10 0.24 2.47 2.37 2.22 3.38 3.28 2.35 3.32 
CaO 1.00 0.71 1.38 1.35 0.11 0.21 1.24 0.87 1.75 1.27 1.03 0.51 0.53 
Na20 0.02 0.00 0.06 0.02 0.02 0.04 0.09 0.00 0.00 0.05 0.06 0.05 0.08 
K20 0.32 0.65 0.88 0.82 0.09 0.24 1.06 1.19 1.25 0.82 0.53 1.13 2.06 

Total 87 .43 85.68 89.33 88.11 84 .46 88.95 85.88 85.82 85.89 87.47 87.97 85.52 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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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입실 단층비지의 1μm 이하 입자에 대한 x-선 회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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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IR11 (A) CWW1 (8) 

f f 

16.9 e 
16.9 e 

8.5 
7.。

d d 

c 

3 6 9 12 15 3 6 9 12 15 

2B (Cu Ka) 

그림 3-1-8 크기별 분리된 점토입자와 EG 및 가열 실험한 시료의 x-선 회절 

분석 결과. 

(A), 입실; (B), 원원사; (C)，말방， (D)수렴 단층비지. 

a, 5-2μm fraction; b, 2-1μm fraction; c, <l JLl1l fraction; 

d, EG-treated; e, 3500 C heated; f, 5500 C h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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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1-8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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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단층비 지 점토광물의 주사전자현미 경사진. 

A와 B. 입실 단충비지 c와 0 , 원원사 단충비지; E, 말방 단층비지; 

F, 수 렴 단충비 지 . Sm=smectite, ILL=il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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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의 x-선 회절분석결과에는 24.8A , 14.3A. 12.1 A. 10.0A , 7.1A 의 피크가 

나타나는데， 24.8A과 12.1A 피크는 일라이트와 스멕타이트의 혼합광물임을 

나타내고 있다. 결정도가 매우 높은 14.3A 피크는 EG처리 후 일부는 14.1A 

로 유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16.9A으로 팽창하였다. 이 시료를 3500C로 가 

열한 결과 10A 및 7A 피크만 남았으며， 5500

C로 가열하였을 때 10A피크만 

남았다. 이 러 한 결과는 14.3A 피크는 스멕타이트와 질석 임을， 10A은 일라이 

트I 7.1A은 캐올리나이트임을 지시하고 있다. 특히 이 단충비지에서 질석이 

확인되는 것은 특기할 사항으로 보여진다. 점토광물에 대한 전자현미분석 

결과 스멕타이트는 상대적으로 낮은 전하량을 가진 몬모릴로나이트염이 확인 

되었으며 I Na을 전혀 함유하지 않은 Ca-몬모릴로나이트의 미세한 flake (l Jll11 

내외)가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에서 관찰된다 (그림 3-1-9E). 

수렴 단층비지의 점토광물은 80% 이상이 스멕타이트이며/ 소량의 일라이 

트/ 캐올리나이트 및 IjS가 함께 확인되었다 (그림 3-1-80). 스멕타이트는 화 

학분석결과 전하량이 낮은 Ca-몬모릴로나이트로 Na을 전혀 함유하지 않는다 

(표3-1-3). 시료 전반에 스멕타이트 flake가 발달해 있다 (그림 3-1-9F). 

양산 단층비지에는 1때l이하의 미세한 점토광물이 집중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여타지역의 단충비지 점토광물 조성과는 달리 40% 의 일라이트I 50%내 

외의 캐올리나이트 및 5% 이하의 스멕타이트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3-1-10). 

3. 동위원소 분석 실험과정 

7~. Rb-Sr 

산추출 실험을 위해 선정된 단층비지 시료 약 20mg을 취해 1N HCl을 가하 

고 약 800C에서 3시간 동안 가열하였다. 일부 시료에 대해서는 1N HCl residue 

에 추가적으로 6N HCl을 가해 3시간 동안 약 800

C에서 더 가열하였다. 1N과 

6N HCl leachate는 Rb-Sr 혼합 스파이크와 섞은 후 가열판에서 발리고 2.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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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l 0.5ml 정도에 녹였다 residue와 전체를 분석하는 시료는 Rb-Sr 혼합 스파 

이크와 섞은 후 테플론 바이알에 넣고 실험실에서 정제된 혼합산 (불산:질산:과염 

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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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 200-400#)을 적용 

하여 Rb과 Sr을 분리하였다. 실험과정의 총 바닥값 (blank)은 Rb, Sr에 대해 각 

각 0.2ng 이하였다. 

분리된 Rb, Sr은 Ta filament에 얹어 기초과학지원연구소의 열이온화질량분 

석기 (VG54-3이로 분석하였다 Rb은 static mode로 분석하였으며 (N=30, 5s 

integration) Sr은 86j88=0.1194로 normalize하면서 dynamic mode로 분석하였다 

(2 hops, N=100, 5s integration). 분석된 87Srj86Sr에 반영된 스파이크 효과는 수 

학적으로 보정하였다 NBS987 표준물질의 87Sr/6Sr 분석 평균값은 0.710215 ::t 

0.000008 (N=18, 2 ð m)로 추천치 (대개 0.71025이와 부합되었다. 동시선의 통계 

학적인 처리는 Ludwig (1994)를 따랐으며 연대 계산에 있어서 87Srj86Sr 오차는 

0.005% (표준물질의 외부정밀도)로 주었고 반복 실험의 결과에 따라 87Rb/6Sr 오 

차는 0.5%로 주었다. 계산된 연대와 87Srj86Sr 초기치는 95% 신뢰도 (2 ð)로 보 

고한다. 

나. K-Ar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는 전기로 내에서 1350
0

C 의 온도에서 15분간 가열하 

여 가스를 방출시킨다. 이 가스는 30여분간 전처리장치에서 정제하여 질량 

분석기로 투입된다. 질량분석기로 투입된 Ar gas는 Nier type의 source를 

지나는 동안 emission current 200 때로 이온화되며， 4 .5 kV의 전압으로 가속 

된다. 가속된 이온빔은 전자석을 통과하면서 36Ar, 38Ar, 40Ar이 분리되어 검 

출기에 도달한다. 이때 양이 많은 40Ar은 high Faraday 검출기를 이용하고 

나머지 두 가지 동위원소는 electron mu1tiplier를 이용하여 측정된다 High 

Faraday detector의 경 우 200, electron multiplier의 경 우 600의 분해 능을 갖 

는다. 실제 분석에서는 peak jumping method를 이용하여 36Ar, 38Ar, 40Ar의 

세 동위원소의 신호와 각각의 배경값을 약 20여 차례에 결쳐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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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분석이 끝난 후 gas7} 투입된 시간으로 역산하여 각 동위원소의 신호 

값과 동위원소간의 비율을 계산하게 된다. 

아래에 구체적인 Ar과 K의 측정 방법을 기술하였다. 

(1) Ar의 측정 - 시료 전처리 과정 

spike를 이용하는 분석의 경우 약 40-50 mg, spike를 쓰지 않는 분석의 경 

우 약 50-100 mg의 sample을 세척 건조된 Al foil에 싸서 pyrex glass로 만 

들어진 sample holder안에 넣는다 sample holder와 전처리 장치를 모두 

200 oc 정도의 온도에서 하루나 이틀정도 가열하여 약 10-8 mbar 정도의 진 

공을 유지시칸다. 시료를 분석하기 전에 표준 공기를 이용하여 검출감도 

(sensitivity) 와 질량차별지수 (mass discrimination factor)를 계산한다. 최종 

적으로 sarnple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을 수행해 hot blank 값을 계산한 

다. 이때 배경값이 크면 진공 정도를 확인하고 furnace를 시료 분석 때 보다 

100
0

C 정도 높은 온도에서 반복 가열하여 그 값을 떨어뜨린다. 모든 것이 

준비되면 sample holder에 장착되어 있는 sample을 furnace 안으로 떨어뜨린 

후 1350 oC 에서 가열하여 가스를 방출시킨다. 방출된 가스는 38 Ar spike gas 

와 혼합된 후 시료 전처리 장치를 거치면서 O2, 52, H20, C02둥이 제거되고 

Ar 만 남게 되고 이 Ar 가스는 질량분석기로 공급된다. 아래에 전기로를 포 

함한 기체 전처리 장치의 모식도 (그림 3-1-11)와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 

시 되 어 있 다. 전 시 스 랩 은 rotary pump, turbomolecular pump, ion pump 

를 이용하여 10-8 
- 10-9 Torr 의 진공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Q)Resistance Furnace 

흑연으로 만들어 진 heater와 Ta으로 만들어 진 crucible이 장착되 어 있다 

(그립 3-1-12). 12 V /300 Amps의 전류를 가해 약 2000 oC 까지 가열할 수 있 

고 내 부 Ta와 heater의 산화를 방지 하기 위 해 rotary pump와 diffusion 

pump를 이용해 furnace 안은 진공 상태를 유지시키는 이중 진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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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 시료를 가열하여 기체를 발생시키는 흑연 전기로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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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Standard gas reservoir 

츠브Lλ} 
l.!... -끼 앞서 질량분석기의 감도와 질량차별계수를 구하기 위하 전에 시료의 

표준 

low 

stainless steel 제 질 의 

Dorflinger pipet를 통하여 

위 한 38Ar spike gas는 3 리 터 

표준공기는 6 리터의 

cc의 

희석법을 

0.1044 

분석한다. 

보관되고 

공급된다. 

용기에 

표준공기를 

저장 공기 

여 

spike pipet을 

동위원소 

부피의 stainless steel 용기에 저장되고 1 .45 cc 부피를 가지는 

통해 

vacuum part로 

거치면서 선택적으로 

3-1-14에 제시되어 있다. 

만들어진 Cold trap은 액체질소로 냉각되여 

등을 흡착시킨다. 남은 가스들은 Ti sponge 가 들어 

추출된다. 만 Ar 단계를 

공급된다 (그림 3-1-13). 

@Gas 정제 unit 

방출된 

이들의 자세한 모식도는 그림 

여러 기체들에서 

U자 형 태 의 stainless 

통과하는 C021 H 20 steel 관으로 

있 는 Stainless steel 관 

마지막 정 

getter가 있다. 

있다. 

거치면서 다량의 active gas들이 제거된다. 

hydrocarbon과 수소가스를 흡착하는 

만들어 진 getter material과 내 부 히 터 로 구성 되 어 

Sorb-AC 

(Ti-sponge furnace)을 

제 과정으로 

Zr과 Al 합금으로 

。1

까V‘ 

이 

@Charcoal Trap 

10-18 mesh 정 도 의 activated charcoal 이 stainless steel 용 기 에 들 어 

다 (그림 3-1-14). 액체 질소로 외부에서 냉각시켜 Ar gas를 흡착한다. 

후 외부에서 150-200 oc 로 가열하여 흡착된 argon을 방출시킨다. 

즈정 

K의 측정은 일반적인 

품을 teflon bomb에 넣 고 정 제 된 혼합산 (HF : HN03 : H Cl0 4 = 4 : 4 : 1) 

가열판 위에서 가열한다. 약 24시간 후에 teflon 용기의 뚜껑을 

표 약 100 mg의 이용한다. 초!.，“ 2.. 
l.!... -, 도프 

ζ느/、l 
lcl -, 

(2) K의 

시료내의 

5ml 와 함께 

증발시킨 후 HCl04 1ml 정도를 가해 반응 중 만 

겨 
U 않았을 만약 표품이 다 녹지 

질산 용액으로 

제거한다. 

표품이 다 용해된 후 1% 

들어 졌을지도 모르는 fluoride를 

위의 과정을 

열고 가열해 산들을 완전히 

약 5만 

흡광분석기 원자 용액은 희석 첨가한다. 

50-

Cs을 

반복한다 

2% 의 후 희석한 

L 
E 。T 

정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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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 

pyrex f1ask 

to rotary pump 

그림 3-1-13 표준공기 도입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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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CF flange 

Hea!er 
LN2 

charcoal 

그림 3-1-14 시료 전처리 장치에 부착된 가스 청정 및 수집 장치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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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S: atomic absorption sptectrometer, Unicam 989 model)를 이 용하여 분 

석한다. 이때 K의 측정 오차는 시험에 같이 사용하는 표준물질의 K의 농도 

를 측정함으로서 확인 가능하며 대개 2% 보다 작다. 

4. 결과 및 해석 

말방/ 입실， 원원사， 수렴 및 영덕 지역 단충대에서 채취된 단충비지의 Rb-Sr 

동위원소 자료는 표 3-1-4와 같고 K-Ar 동위원소 자료는 표 3-1-5와 같다. 

가. 말방 단충 

CMB-2 시료의 1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한 산추출 Rb-Sr 자료는 직선 

을 비교적 잘 정의하여 189 :t15 Ma의 겉보기 연대 (MSWD=3.34)와 0.7039 :t 

0.0010의 87Srj86Sr 초기치를 나타낸다 (그림 3-1-15). 이 연대는 같은 시료에 대 

한 K-Ar 연대 자료 (182.55 :t3.47 Ma; 표 3-1-5)와 오차 범위 내에서 잘 일치한 

다. 한편 2-5μm， 1-2μm 입자 크기 부분의 전체적인 87Sr;S6Sr, 87Rb;S6Sr비는 

1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이 정의하는 직선의 위쪽에 접시된다. 입자크기 별 3 

시료의 전체적인 동위원소 조성은 좁은 범위에서 변하며 입자 크기가 커지면서 

87Sr;S6Sr, 87Rb;S6Sr비가 작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입자크기 별 3 시료의 전 

체 동위원소 조성이 이루는 직선의 각도는 1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의 산추출 

자료가 정의하는 직선보다 오히려 작아 연대로 해석할 경우 대략 100 Ma 정도 

에 해당된다 (그림 3-1-15). 한편 K-Ar 자료 (표 3-1-5)는 입자크기가 작아지면서 

오 래 된 연 령 을 나타낸 다 (2-5 μ m; 113.59 :t 2.20 Ma, 1-2 μ m; 160.09 :t 3.06 Ma, 1 

μm 이하; 182.55 :t 3.47 Ma). 

말방 단층의 모암에 대한 직접적인 연대측정 결과는 발표된 바 없다. 그러나 

단층대의 기반암을 이루는 경주 지역 화강암의 Rb-Sr 연대 (약 50 Ma; Kim and 

Kim, 199끼를 고려할 때 그보다 오랜 겉보기 연대를 단층운동의 시기로 받아드 

릴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 번 CMB-2 단층비 지 의 겉보기 K-Ar, Rb-Sr 자료는 연 

n 

μ
 



표 3-1-4 단층비지의 Rb • Sr 동위원소 자료 

samplea Sr/86Sr Rb(ppm) Sr(ppm) 87Rb/86Sr Rb-Sr (Ma) 

Malbang fault 
CMB-2(1) 0.714413 (1 4) 114.9 122.8 2.7087 
CMB-2(2) 0.717396 (24) 140.8 105.8 3.8554 
CMB-2(3) 0.718233 (23) 169.1 91.8 5.3346 189土 15

CMB-2(3) 1M L 0.706972 (1 4) 11.0 27 .4 1.1631 
CMB-2(3) R 0.723499 (27) 117.3 46.3 7.3393 

Ipsil fault 
CIPIR-2(1) 0.705728 (14) 63.6 150.0 1.2276 
CIPIR-2(2) 0.705713 (15) 60 .4 154.2 1.1335 
CIPIR-2(3) 0.705650 (1 8) 53 .4 13 1.9 1.1713 30.5土 1 .4

CIPIR-2(3) 1M L 0.705176 (23) 2.56 73.1 0.1012 
CIPIR-2(3) R 0.706263 (1 8) 46.1 51.2 2.6079 
CIPIR-l1 (1) 0.705736 (24) 75 .3 157.1 1.3867 30.3土1.8

CIPIR-ll (1) 1M L 0.705192 (1 4) 2.76 52.0 0.1537 
CIPIR-ll (1) R 0.706004 (11) 65.2 92.2 2.0458 
CIPIR-l1 (2) 0.705770 (15) 83.9 163.2 1.4876 3 1.3土1.6

CIPIR-ll(2) 1M L 0.705197 (1 4) 2.70 51.4 0.1518 
CIPIR-ll(2) R 0.706134 (1 1) 72.1 92.8 2.2473 
CIPIR-ll(3) 0.705790 (22) 73.3 137.0 1.5485 30.5土1.4

CIPIR-ll(3) 1M L 0.705196 (21) 2.92 57.5 0.1468 
CIPIR-l1(3) R 0.706255 (1 8) 55.6 62.1 2.5918 
CIPIR-12A(1) 0.705476 (1 8) 91.3 254.1 1.0399 
CIPIR-12A(2) 0.705586 (21) 84.6 223.7 1.0943 
CIPIR-12A(3) 0.705622 (1 5) 67.3 163.7 1.1 887 23.8土1.8

CIPIR-12A(3) 1M L 0.705267 (26) 2.86 70.3 0.1177 
CIPIR-12A(3) R 0.705924 (1 8) 41.1 57.8 2.0580 
CIPRB-2(1) 0.705560 (18) 66.3 194.6 0.9851 
CIPRB-2(2) 0.705580 (18) 6 l.6 188.6 0.9450 
CIPRB-2(3) 0.705544 (1 9) 58.8 142.1 1.1962 24.3土1.1

CIPRB-2(3) 1M L 0.705210 (1 5) 3.24 73.1 0.1282 
CIPRB-2(3) 6M L 0.705377 (1 8) 3.02 13.1 0.6656 
CIPRB-2(3) R 0.706209 (1 2) 48.8 46 .4 3.0428 
CIPRB-5(1) 0.705560 (24) 8 l.8 204.3 1.1 576 
CIPRB-5(2) 0.705651 (24) 74.0 184.2 1.1623 
CIPRB-5(3) 0.705598 (17) 59.8 126.7 1.3642 23 .4土1.2

CIPRB-5(3) 1M L 0.705207 (21) 2.99 71.3 0.1212 
CIPRB-5(3) R 0.706165 (30) 37.1 35.6 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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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계속) 

sample3 87Sr;86Srb Rb(ppm) Sr(ppm) 87Rb;86Sr Rb-Sr (Ma) 

CIPMA-l (1) 0.705546 (1 5) 81.9 206.9 1.1446 
CIPMA-l(2) 0.705659 (28) 69.9 188.1 1.0755 
CIPMA-l(3) 0.705670 (1 4) 68 .4 161.0 1.2280 27.8土1.3

CIPMA-l(3) 1M L 0.705224 (22) 2.81 69.0 0.1177 
CIPMA-l(3) 6M L 0.705434 (14) 4.53 19.8 0.6623 
CIPMA-l(3) R 0.706255 (1 2) 53.6 56.7 2.7378 

Wonwonsa fa비t 49.5土4.8C

CWW-l(l) 0.707354 (1 5) 123.2 104.5 3.4124 
CWW-l(2) 0.709152 (13) 185.5 90.4 5.9352 
CWW-l(3) 0.711413 (22) 239.9 75.1 9.2421 3 1.5土2.7

CWW-l(3) 1M L 0.707476 (1 4) 4.72 45.1 0.3029 
CWW-l(3) R 0.717892 (31) 149.5 18.3 23.599 
CWW-2(1) 0.707016 (1 5) 98.9 94.0 3.0455 
CWW-2(2) 0.707208 (19) 100.6 90.3 3.2231 
CWW-2(3) 0.707921 (22) 118.1 79.1 4.3 190 8.34土0.39

CWW-2(3) 1M L 0.707429 (17) 2.17 41.8 0.1503 
CWW-2(3)R 0.708485 (24) 69.3 22.1 9.0645 
CWW-3(1) 0.705977 (1 1) 76.6 130.9 1.6929 
CWW-3(2) 0.707278 (1 2) 166.1 128.6 3.7368 
CWW-3(3) 0.708592 (1 7) 212.7 105.0 5.8640 28.5土0.3

CWW-3(3) 1M L 0.706306 (28) 5.41 56.7 0.2764 
CWW-3(3) R 0.711260 (1 7) 143.8 33 .3 12.505 

Suryum fault 
CSU-4(1) 0.707567 (19) 29.7 63.2 1.3573 25.9土0.2

CSU-4(1) 1M L 0.707167 (1 5) 4.38 57.8 0.2192 
CSU-4(1) R 0.715470 (1 4) 23.7 3.01 22.798 
CSU-4(2) 0.708651 (19) 42.1 61.1 1.9959 63.5土0.4

CSU-4(2) 1M L 0.707184 (1 4) 7.06 52.6 0.3882 
CSU-4(2) R 0.721199 (20) 20.3 3.70 15.930 
CSU-4(3) 0.711402 (21) 73.9 62.5 3.4219 99.0土5.6

CSU-4(3) 1M L 0.707170 (1 7) 6.91 45 .3 0.4421 

CSU-4(3) R 0.724111 (20) 53 .4 12.3 12.538 
CSU-6(1) 0.708031 (1 2) 44.1 63.3 2.0145 
CSU-6(2) 0.710308 (15) 66.3 60.7 3.1615 
CSU-6(3) 0.713365 (21) 103.5 61.6 4.8600 98土10

CSU-6(3) 1M L 0.707495 (1 7) 10.6 40.6 0.7583 
CSU-6(3) R 0.725685 (34) 77.9 16.4 1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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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계속) 

samplea 87Sr;B6Srb Rb(ppm) Sr(ppm) 87Rb;B6Sr Rb-Sr (Ma) 

Yangsan main fault in Youngdeog area 
CYS-2C(1) 0.708860 (13) 162.1 222.8 2.1059 
CYS-2C(2) 0.709000 (18) 179.3 213.0 2.4356 
CYS-2C(3) 0.709160 (1 9) 203.3 23 1.5 2.5410 70.8土4.5

CYS-2C(3) 1M L 0.706912 (1 9) 6.84 57.0 0.3469 
CYS-2C(3) 6M L 0.707814 (1 7) 7.39 18 .3 1.1683 
CYS-2C(3) R 0.710480 (14) 93.8 70.l 3.8742 

a. (1) 2-5 μm， (2) 1-2 μm， (3)< 1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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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rrors in parenthesis refer to least significant digits and 土2cr mean. 

c. Calculated by bulk samples only (se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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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단충비지의 K-Ar연대측정 자료 

Sample K 36Ar 40Ar rad uncertamty Age uncertainty Air 

(wt%) (lO. lOccSTP/g) (lO'8ccSTP/g) (Ma) (%) 
Malbang fault 
CMB-2(l) 2.997 217.53 1363.94 0 .3 1 113.59 2.20 32.03 
CMB-2(2) 2.620 39.51 1702.65 0.24 160.09 3.06 6.42 
CMB-2(3) 2.237 22.19 1668.22 1.00 182.55 3.47 3.78 
Ipsil Fault 
CIPIR-2(3) 1.216 8.36 177.98 0 .1 4 37.32 0.74 12.18 
CIPIR-4(3) 1.922 17.65 258 .42 0.07 34.31 0.68 16.79 
CIPIR-11(1) 1.957 4.52 299.91 0.07 39.05 0.77 4.26 
CIPIR-11(2) 2.3 17 8.73 343.33 0.07 37.77 0.75 6.99 
CIPIR-11(3) 1.788 6.56 268.55 0.05 38.28 0.76 6.73 
CIPIR-12A(l) 2.515 12.11 442.72 0.08 44.79 0.88 7.48 
CIPIR-12A(2) 2.405 11.35 364.51 0.07 38.63 0.76 8.42 
CIPIR-12A(3) 1.648 10.28 24 1.47 0.06 37.36 0.74 11.1 7 
CIPRB-2(3) 1.205 9.80 175.32 0.05 37.10 0.73 14.17 
CIPRB-5(3) 1.232 13.80 173.46 0.06 35.91 0.71 19.04 
CIPMA-1(3) 1.566 13.97 233.97 0.06 38.08 0.75 15.00 
CIPMA-2(3) 0.505 12.89 73 .27 0.13 37.00 0.74 34.20 
CIPIR-8 
CIPIR-9 
Wonwonsa fault 
CWW-1(1) 1.634 4.01 265 .46 0.05 41.37 0.82 4.28 
CWW-1(2) 2.324 8.33 386.47 0.08 42.34 0.84 5.98 
CWW-1(3) 2.665 20 .40 452.16 0.06 43.19 0.85 11.76 
CWW-2(3) 0.902 12.70 118. \0 0.05 33.42 0.66 24.12 
CWW-3(3) 2.377 26.80 394.54 0.08 42.26 0.84 16.72 
Suryum fault 
CSU-4(l) 0.648 5.34 52.14 0.06 20.61 0.41 23.24 
CSU-4(2) 0.774 7.00 157.60 0.07 51.71 1.02 11.60 
CSU-4(3) 0.920 20.21 418.84 0.07 113.63 2.20 12.48 
CSU-6(3) 1.321 2 1.23 622.97 0.09 117.57 2.28 9.15 
Yangsan main fault in Youngdeog area 
CYS-2C( I) 1.997 22.22 46 1.69 0.09 58.60 1.15 12.45 
CYS-2C(2) 2.172 26.27 49 1.01 0.09 57.32 1.13 13.65 
CYS-2C(3) 2.346 34.09 587.92 0.07 63.43 1.25 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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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의미가 없는 일종의 mixing pseudochron 연대로 판단된다. 경상분지 북부 

에서 선백악기의 화강암 연대가 보고된 적은 있으나 (정창식과 권성택， 1999) 연 

구지역에 백악기보다 오래된 기반암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다. 

나. 입실 단층 

IR 노두의 3 시료는 잘 정의되는 Rb-Sr 산추출 연대를 보인다 (그림 3-1-15). 

CIPIR-2 시료의 1μm 이하 부분 1M HCl 산추출 자료는 30.5:t1 .4 Ma에 해당되 

는 동시선 각도 (MSWD=0.209)와 0.70514 :t 0.00003의 87Sr/6Sr 초기치를 보인다. 

2-5μm， 1-2μm 입자크기 부분의 동위원소 자료는 1μm 이하 부분과 유사하며 

1μm 이하 부분 산추출 등시선 바로 위쪽에 점시된다. 만약 2-5μm， 1-2μm 

입자크기 부분의 자료를 같이 계산하면 30 :t6 Ma가 계산된다. CIPIR-11 시료는 

세 입자 크기의 시료에서 모두 오차 범위 내에서 동일한 산추출 연대를 보인다 

(2-5μm; 30.3 :t1.8 Ma, MSWD=0.452, 87Srj86Sr 초기치=0.70513 :t 0.00004, 1-2μ 

m; 31 .3:t1.6 Ma, MSWD=1.22, 87Sr/6Sr 초기치=0.70512 :t 0.00004, 1μm 이하; 

30.5:t 1.4 Ma, MSWD=0.364, 87Srj86Sr 초기치 =0.70513 :t 0.00003). 또 전체 부분 

의 자료도 산추출 자료의 등시선 위에 잘 놓여 입자크기별 3 자료와 1μm 이하 

부분의 산 추출 자료로 계산해도 30.4 :t 1.4 Ma의 연대가 계산된다. CIPIR-2, -11 

자료로 볼 때 약 50 Ma에 모암이 형성된 이후 (Kim and Kim, 1997; 최위찬 외/ 

1998) 30 Ma 근처에서 단층비지의 Rb-Sr 시스템을 거의 완전히 재평형시킬 수 

있었던 정도의 고기 단층 운동과 잇따른 열수변질작용이 일어났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CIPIR-12A 시료는 23.8 :t1.8 Ma에 해당되는 등시선 각도 (MSWD=0.124)와 

0.70523 :t 0.00003의 87Srj86Sr 초기치를 보인다. 그 시료의 1-2μm 입자크기 부 

분 자료는 등시선 위에 놓이지만 2-5μm 입자크기 부분의 자료는 등시선 아래 

쪽에 찍힌다 23 Ma 내외의 시기는 RB 노두의 두 시료에서도 인지된다 

(CIPRB-2; 24.3 :t 1.1 Ma, MSWD=1.10, 87Sr/6Sr 초기치 =0.70515 :t 0.00003, 

CIPRB-5; 234±1.2 Ma/ MSWD=0.945/ 87Sr/86Sr 초기치 =0.70516 :t 0.00003). 특히 

CIPRB-2 시료에 대해서는 1M HCl과 함께 6M HCl 도 산추출 실험에 같이 적용 

하였으며 6M H Cl 추출묻은 등시선 위에 잘 점시되었다 CIPRB-5 시료는 

CIPIR-12A 시료의 연장된 부분으로서 두 시료가 같은 연대와 Sr 동위원소비 초 

62 



기치를 나타낸다. CIPMA-1 시료의 1M HCl, 6M HCl 산 추출 자료는 27.8 ::t 1.3 

Ma에 해당되는 등시선 각도 (MSWD=0.149)와 0.70518 ::t 0.00003의 87Srj86Sr 초기 

치를 보인다. 그 시료의 2-5μm， 1-2μm 입자크기 부분의 동위원소 자료는 동 

시선 밖에 분산된다. 

위에서 정리한 입실 단층 지역 단충비지의 Rb-Sr 동위원소 자료는 1) 같은 노 

두에서 각각 약 30 Ma, 23 Ma, 28 Ma의 재현성있는 연대를 보인다는 점， 2) 동 

위원소비 초기치가 모암인 경주지역 화강암의 값 (0.70486 ::t O.00001; Kim and 

Kim, 199끼과 유사하다는 점， 3) 다른 노두라고 해도 같은 연장의 단충비지 

(CIPIR-12A와 CIPRB-5)는 같은 연대를 보인다는 점 둥으로 판단할 때 mixing 

pseudochron이 아닌 isochron을 정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약 50 Ma에 입 

실 지역의 모암인 안산암과 불국사 화강암이 생성된 후 대략 30 Ma, 28 Ma, 23 

Ma에 단충운동 및 그에 수반된 열수변질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μm 이하 크기 부분의 K-Ar 자료는 일관되게 36-39 Ma 근처로 계산 

되는데 (표 3-1-5) 이는 아마도 excess Ar의 영향 때문으로 생각된다. 산추출물 

의 Rb-Sr 연대가 달리 계산되는 단충비지 시료의 경우에도 K-Ar 연대는 별 변화 

를 보이지 않는다. 

다. 원원사 단층 

CWW-1, -3 시료의 1μm 이하 크기 부분 산추출 자료는 오차 범위 내에서 

동일한 연대를 보인다 (그림 3-1-15; CWW-1; 30.5::t1.4 Ma, MSWD=5.18, 

87Sr;S6Sr 초기치 =0.7073 ::t 0.0005， CWW-3; 28.5::t 0.3 Ma, MSWD=0.929, 87Srj86Sr 

초기치 =0.70620 ::t 0.00003). 그 연대는 두 시료에서 얻어졌고 입실 지역의 30 Ma 

내외 Rb-Sr 연대와도 잘 일치하여 울산 단층대 전반에 걸쳐 30 Ma의 단충활동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사공희 외 (1998)은 양산 단충계의 상천리 단층에서도 입실 

및 원원사 단층과 유사한 연대 (32.0 ::t 2.5 Ma)를 보고한 바 있다. CWW-2 시료 

의 1M HCl 산추출 자료는 8.34 ::t 0.39 Ma에 해 당되 는 동시 선 각도 

(MSWD=0.0069)와 0.70741 ::t 0.00003의 87Sr;S6Sr 초기치를 보인다 CWW-1， -2, 

-3 시료의 업자크기별 자료를 모두 점시하면 그림 3-1-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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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분산되지만 (MSWD=80.8) 원원사 단층 지역의 모암인 경주 지역 화강암 

(49.68:'::0.1 Ma, 87Sr/6Sr 초기치=0.70486:'::0.00001; Kim and Kim, 199끼과 비교 

해서 오차 범위 내에서 잘 일치하는 연대 (49.5 :'::4.8 Ma)와 87Srj86Sr 초기치 

(0.7048:':: 0.0003)가 얻어진다. 즉 50 Ma에 원원사 단층의 모암인 화강암이 만들 

어지고 30 Ma 및 8 Ma 근처에 단층 활동과 열수변질작용이 있었지만 단층비지 

의 전체적인 Rb-Sr 시스댐은 교란받지 않았다. 입실 단층에서와는 달리 원원사 

단층에서 단층 운동 때 단층비지의 전체적인 Rb-Sr 시스템이 교란받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단충 운동 및 열수변질작용이 일어났을 때의 온도 차이 때문일 

것이다. 약 30 Ma의 단층 운동 및 열수변질작용 때 입실 단층 지역에서는 부분 

적으로 전체적인 Rb-Sr 시스템의 재평형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온도가 가해졌지 

만 원원사 단충의 경우 단충비지의 1μm 이하 크기 부분만 동위원소적 재평형이 

일어날 정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가 가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단층 운 

동의 깊이가 원원사 단층에서 상대적으로 맡았을 것이다. 

입실 지역과 마찬가지로 단층비지의 K-Ar 자료는 전반적으로 Rb-Sr 자료보다 

오래되 어 excess Ar의 존재를 의심하게 한다 (표 3-1-5). 그러나 Rb-Sr 자료가 

상대적으로 오래되게 계산되는 CWW-1, -3 시료의 경우 K-Ar 연대도 42 Ma 내 

외로 CWW-2 시료 (33 Ma 내외)보다 오래되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단충운동 때 

부분적인 excess Ar loss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입자 크기가 작아지 

면서 겉보기 K-Ar 연대가 커지는 말방 지역과 달리 원원사 지역의 K-Ar 자료는 

CV\마\1-1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입자 크기별로 다르게 나오지 않는다 (표 

3-1-5). 

라. 수렴 단층 

CSU-4, -6 시료의 1μm 이하 크기 부분 산추출 자료는 오차 범위 내에서 동 

일 한 겉보기 연 대 를 보 인 다 (그 림 3-1-15; CSU-4; 99.0:'::5.6 Ma, MSWD=4.42, 

87Sr/6Sr 초기치 =0.7066:'::0.0005， CSU-6; 98:'::10 Ma, MSWD=15.4, 87Sr/6Sr 초기 

치 =0.7065:':: 0.0011). 또 CSU-4 시료는 입자 크기가 작아지면서 산추출물의 

Rb-Sr 등시선 각도가 커지는 경향성을 잘 보인다 (2-5μm; 25.9:'::0.2 Ma, 

MSWD래.577， 87Sr /6Sr 초 기 치 =0.70708:'::0.00003, 1-2 μ m; 63.5 士 0.4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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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WD=0.493, 87Sr/6Sr 초기 치 =0.70684 :1:: 0.00003, 1 μ m 이 하 99.0 :1:: 5.6 Ma, 

MSWD=4.42, 87Sr/6Sr 초기치 =0.7066 :1:: 0.0005). K-Ar 자료도 Rb-Sr 자료와 유사 

한 경향성을 보이며 입자 크기가 커지면서 겉보기 연대가 젊어진다 (표 3-1-5). 

이는 입자 크기가 작아지면서 동위원소계의 재평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열적 

사건에 더 민감하고 Ar loss도 더 잘 일어나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정 반대라는 

점과 수렴 단층 지역의 모암이 제3기로 추정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수렴 

단층의 단층비지에 대한 Rb-Sr 자료는 연대의 의미가 없는 mixing pseudochron 

을 정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영덕 지역 양산 단충 

CYS-2C 시료의 1μm 이하 부분 1M HCl, 6M 산추출 자료는 70.8 ::t4.5 Ma에 

해당되는 동시선 각도 (MSWD=4.85)와 0.7066 :1:: 0.0002의 87Srj 86Sr 초기치를 보인 

다 (그림 3-1-15). 2-5μffi， 1-2μm 입자크기 부분의 동위원소 자료는 1μm 이 

하 부분과 유사하며 1μm 이하 부분 산추출 등시선 주위에서 분산된다. 그 두 

자료를 같이 regressiono하면 71.0 :1:: 5.6 Ma의 연대가 계산된다 K-Ar 연대 (표 

3-1-5)는 입자 크기별로 다소 차이가 나지만 대개 60 Ma 근처로서 Rb-Sr 연대보 

다는 낮다. 한 시료 밖에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 

K-Ar 자료의 Ar loss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향성과는 다 

르게 K-Ar 연대가 입자 크기가 제일 작은 부분에서 다소 더 오래되게 나오기 때 

문에 더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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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단층대 제4기 불석맥에 대한 

K-Ar 연대측정 

1. 원리 

연대가 젊은 암석의 경우 축적된 방사기원 40Ar의 양이 적고 40Ar/6Ar의 

비율이 현재 대기의 것과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Matsumoto and 

Kobayashi, 1995) 동위원소 희석법으로는 정확한 연대가 구해지지 않는다. 

이때는 질량분석기에서 얻어지는 각 동위원소의 peak값을 비교하는 피크직 

비교법을 이용해 Ar의 양과 비율을 측정할 수 있다. 이때/ 대기 기원의 Ar 

의 양을 보정하기 위해서 295.5의 40Ar j 36Ar 비를 이용한다. 그러나 극히 최 

근에 분출한 화산암의 경우 Ar의 동위원소 비는 대기의 값과는 차이가 있음 

이 밝혀지고 있고 그 변화는 대기 Ar의 질량분별선의 경향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그림 3-2-1, Darlymple, 1969; Kaneoka, 1990; 

Matsumoto et a l., 1989). 이 경 향은 화산암의 분출 이 전 마그마 챔 버 최 상 

부에 동위원소 적으로 가벼운 조성으로 분별된 대기기원의 Ar이 포획되기 

때문이다. 분별 대기 Ar (fractionated atmospheric argon) 은 지하수나 마그 

마 챔버 주변부의 지각물질에 포함된 대기 기원의 Ar의 열 확산으로 공급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제시되었다. 표품내의 

초기 38Arj36Ar 값과 40Arj36Ar 값이 이론적인 질량분별선 위에 놓인다고 가 

정한다 (그림 3-2-2). 측정한 샘플의 38Ar/6Ar 값이 대기의 값과 현저히 벗 

어날 경우 초기 40Arj Ar36값은 측정한 38Arj36Ar의 비로부터 추정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은 피크직비교법보다 발전된 방법으로 Matsumoto and 

Kobayashi (1995)에 의 해 서 질 량분별 보정 방법 (mass fractionation correction 

procedure) 으로 불린다. 

질량분석기로 주입된 Ar gas로부 Eì 36 Ar, 38 Ar, 40 Ar의 신호값 및 각 동위 

원소간 비율이 계산된다 동위원소 희석법의 경우 각 동위원소의 비율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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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례한다는 질량분별효과가 질량차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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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보정하는 방법 

[38Arj36Ar]m 38Arj36Ar ratio determined at the present time 

[4OAr/36Ar]。 = initial 4OAr/36Ar ratio estimated from [쟁Arj36Ar]m 

모든 샘플의 초기 Ar 비는 이론상의 대기 argon 질량분별선에 놓인다 

고 가정. 표품의 초기 Ar 비는 현재 측정한 38Arj36Ar 비로부터 유도 

초기 40Ar j36 Ar의 그림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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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서 36Ar과 40Ar 값을 구한다. 그러나 피크 직비교법이나 질량분별 보정 

방법에서는 분석이전 측정한 표준공기로부터 계산된 sensitivity를 각 원소의 

신호값에 곱해서 동위원소들의 양을 계산한다. 이 값들에서 hot blank 실험 

에서 얻은 각 동위원소들의 배경값을 빼주면 실제 sample 속에 들어 있는 

Ar의 동위원소들의 양을 알 수 있다. 

연대를 구하기 위해서는 실험에서 구한 40Ar의 양과 K값을 (1) 식에 대입 

하여 연대가 계산된다. 그러나 실험에서 구한 40Ar에는 대기 기원의 40Ar양 

이 많으므로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아래의 식 (2) 로부터 대기기원의 40Ar 

을 뺀 방사기원의 40Ar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 만약 sample이 형성되었을 

당시 대기의 Ar 동위원소 조성이 지금과 같다고 가정하면 R。는 295.57} 될 

것이나 위에서 언급한대로 질량분별 보정 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38Ar/6Ar의 비를 이용하여 R。를 별도로 구하게 된다. 

4OArradlogenIc = 4OArt。tal • [1 - (R。/R)] ---- (2) 

Ro = RA . (1 + 4 a ) 
a = [(r/rA) - 1] / 2 

R 40Ar/6Ar at the present time, RA 295.5 

δ degree of fractionation per unit of mass difference 

r 38Ar/36Ar at the present time, rA 0.1869 

이 때 오차는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된다. 

2 ___ 2 I 
_ 2 

(J r= (J K+ (J Ar 

(J ~r= (J ;+ [ Aj(l- Ac)]2 . [ (J ~+ (J ~J 

(JR , = [2Y(Jr/(2 γ- YA)] 

Ac= [(2γ- γ'A) • R A /( YaR)] 

(J T uncertainty in K-Ar age, (JK uncertainty in K analysis 

40. 40. ,36 
(Jx uncertainty in total ~UAr analysis, (JR in ~uArro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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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8.116 
OR ” : 1n lndial 4 Ar/ Ar/ Or : 1n Ar/ Ar 

40 Ac abundace of non-radiogenic ~U Ar 

K-Ar 연대 측정은 이론적으로 K이 포함되어 있는 암석이나 광물이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질량분석기의 검출하한이 있고 극히 최근에 만들어진 암석의 

경우 대기 기원의 Ar이 99%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방사성 기원의 Ar의 양을 정 

확히 보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Ar을 이용한 연대 측정에서는 K의 붕괴에 의 

해 만들어진 Ar이 암석 내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암석이 

Ar의 폐쇄온도 이상의 열변성을 받게 되면 내부에 었던 Ar 이 확산되어 빠져나 

간다. 이때에는 실제보다 훨씬 젊은 연대가 얻어진다. 연대 측정에 이용되는 

또 한가지의 가정은 폐쇄온도 이상의 조건에서 암석이 형성될 때 암석 내에는 

Ar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기 기원의 Ar과 방사성 기원의 Ar만 존재한다고 가정 

한다. 하지만 암석 내에는 방사성 기원의 Ar외에 다른 기원의 Ar이 같이 수반 

될 수 있고 (예를 들변 화산암내의 반정들) 이들의 영향에 의해 측정 나이는 실 

제 암석의 형성 연대보다 훨씬 더 오래된 값이 얻어질 수 있다. 

2. 실험방법 

자세한 실험방법은 제1절과 같다. 그러나 연대가 젊은 암석의 연대측정 

에 있어서 특히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가. 질 량 차별 지 수 (Mass discrirnination factor) 

질량분석기가 측정하는 각 동위원소들의 비율은 같은 검출기를 이용하더 

라도 실제 값과는 다른 고유한 값을 갖는다. 더군다나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동시에 두 가지의 검출기 (faraday cup과 electron rnultiplier)를 이용하므로 

표준공기의 동위원소비가 실제로 어떤 범위 내에서 얻어지는지 반드시 계산 

하여야 한다. 계산에서 이용되는 동위원소의 비율은 40Arj36Ar과 38Ar/6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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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표준 공기를 이용하여 이 두 가지 동위원소비의 질량차별효과를 계산 

하여야 한다. 

최근 1년간 측정한 표준 공기의 40Ar/6Ar 비는 아래의 그림 3-2-3과 같다. 

이 때 공급한 표준 공기의 40Ar의 양은 1.137 X 10-7 ccSTP이다 40Ar을 high 

Faraday 검출기로만 두 동위원소를 동시에 측정했을 때와 high Faraday 검 

출기와 multiplier 두 가지를 동시에 이용해 측정한 40Ar j36Ar 값을 도시하였 

다 multiplier를 이용하여 측정했을 때 중간에 jump가 생긴 것은 multiplier 

에 가한 고전압의 변화 때문이다. 또한 multiplier에 가하는 전압은 사용자 

의 필요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high faraday로만 측정한 

40Ar/36Ar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동일한 검출기에서 

측정한 40Ar/36Ar의 비는 이상적인 경우에 공기의 비율 29557} 되어야 하나 

이번 측정에서는 29656 :i: 1.24 (1 (J ) 의 값이 얻어지고 전체적으로 약 0-42 % 

의 변화폭을 갖는다. 

그립 3-2-4는 표준 공기를 chopping 시켜 공급되는 40Ar의 양을 적게 한 

후 질량분석기에서 얻어지는 40Ar/36Ar의 질량차별효과를 표시한 것이다. 그 

림에서 보듯이 sensitivity의 변화로 인해 정확한 trend를 찾기는 힘드나 40Ar 

의 양이 감소함에 따라 질량차별계수도 약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변 

화 정도는 실험한 영역 내에서 약 0.7% 정도의 변화를 보인다. 향후 좀더 

다양한 범위의 결과가 요구된다. 

나. 검 출감도 (sensitivity) 

동위원소 희석법을 이용하지 않는 피크 직비교법에서는 정확한 sensitivity 

의 측정이 필수적이다. 그림 3-2-4에서 보듯이 같은 양의 공기를 이용했음에 

도 불구하고 약간의 sensitivity의 차이 가 나타난다. 결국 sensitivity를 이 용 

해서 Ar의 양을 측정하려 할 때는 평균을 이용하기보다는 분석하기 전에 

sensitivity를 미리 측정한 이후에 분석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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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 억 효과 (rnernory effect) 

spike를 사용하지 않는 젊은 암석의 연대 측정에서 초기 40Ar/6Ar의 비를 

구하기 위해 38Arj36Ar 값이 이용된다. 현 시스템에서는 계속해서 38Ar 

spike를 이용해 왔으므로 얼마나 많은 38Ar의 rnernory 효과가 남아 있는지 

알기 위해 표준공기로부터 측정된 38Arj36Ar의 질량차별지수와 

비로부터 유추된 38Arj36Ar의 질량차별지수를 비교해 보았다. 

비율로부터 38Ar/6Ar의 질량차별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k(40Arj38Ar) [k(40Arj36Ar) - 1] j 2 + 1 

ke8Arj36Ar) = k(40Arj36Ar) j k(40Arj38Ar) 

40Ar/6Ar의 
40Ar/6Ar의 

이 방법을 이용해 계산되는 질량차별지수의 차이는 표 3-2-1에 제시되어 

있다. -0.8 %에서 6.5 % 정도의 비교적 큰 변화의 폭을 갖는다. 이러한 변 

화가 연대 측정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의 토론에서 자세히 기술한다. 

3. 분석 결과 

가. 표준 시료의 분석 

입실 단층대에서 산출되는 불석류의 연대 측정에 앞서 분석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알아보기 위해 일본에서 최근에 제 47] 표준 시료로서 0.227 Ma (백 

만년) 의 연 대 가 알 려 져 있 는 (Takaoka, 1989; Nagao et al., 1996) YZ-1 

sarnple을 이용하여 spike를 쓰는 방법 (동위원소 희석법) 과 spike를 쓰지 않 

는 방법 (질량분별 보정방법/ 피크직비교법) 을 이용하여 그 값을 알아보았 

다. 아래의 표 3-2-2에 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젊은 암석의 경우 그 연대차가 많이 발생한다. 

YZ-1 sarnple의 경우， spike를 이용해서 측정할 경우 0.235 - 0.729 Ma 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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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여러번에 걸친 38ArP6Ar의 질량차별 지수 측정 결과 

40 Arp6 Ar measured 38 Ar/36 Ar measured k(40ArP 6Ar) ke
8Ar/36Ar)* ke

8Ar/36Ar)** difference 

268.5410 0.1819 1.1004 1.0478 1.0337 1.34% 

265.9650 0.1807 1.1 110 1.0526 1.0406 1. 14% 

270.5040 0 .1 796 1.0924 1.0442 1.0468 -0.26% 

265.1790 0.1910 1.1 143 1.0541 0.9845 6.60% 

266.4300 0.1883 1.1091 1.0517 0.9983 5.08% 

264.8470 0.1768 1.1157 1.0547 1.0637 -0.85% 

265.1990 0.1786 1.1143 1.0540 1.0529 0.11% 
나니1 

* represent the mass discrimination factor calcu1ated from the 40 Arp6 Ar of air 

** represent the mass discrimination factor calculated from the direct1y measured 38 ArP6 Ar of air 



표 3-2-2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해 구한 표준 시료의 연대 측정값 

Sample date type K wt 36Ar 40 Ar radiogenic uncertainty Age uncertamty Air 

(wt%) l융j (1 0- lOccSTP/g) (10-8ccSTP/g) (Ma) ~ 
isotope dilution method 

YZ1-1 98-07-7 WR 1.41 0.04320 5.622 2.229 0.035 0.407 0.010 88.17 

YZI-2 99-03-23 WR 1.41 0.01609 1.1 52 1.288 0.056 0.235 0.011 72.54 

YZ-I-4 99-04-20 WR 1.41 0.04325 3.509 3.989 0.037 0.729 0.016 72 .22 

MZ94-1 99-04-20 WR 1.539 0.04721 2.261 3.337 0.027 0.559 0.012 66.69 

sensitiviη method (mass fractionation correction procedure) 
나:、 YZI-3 99-03-24 WR 1.41 0.02893 1.349 0.246 91.97 

YZ-I-3 99-04-15 WR 1.4 1 0.10839 2.833 0.517 73.30 

YZI-5 99-04-22 WR 1.41 0.09599 0.817 0.149 95.38 

YZ-I-7 99-09-04 WR 1.41 0.14585 0.525 0.096 95.35 

YZ-I-9 99-12-06 WR 1.41 0.10132 0.922 0.169 95.90 

Bern4m-6 99-12-08 Mus 8.68 0.00984 654.750 19.328 38 .40 

sensitivity method (not consider 38 Arl36 Ar) 

YZ-1-7 1.41 0.14585 1.527 0.279 

YZ-I-9 1.41 0.1 0132 1.858 0.339 

YZ-I-10 1.41 0.10894 1.711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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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ctionation correction 

대가 얻어진다. 이와는 별도로 약 0.37 Ma의 

의 경우 spike를 이용하여 분석할 경우 0.559 

38Arj36Ar의 비를 이용하여 초기 40Arj36Ar의 

(1996) 이 제 안한 계 산 (질 량분별 보정 방법 mass 

procedure)을 이용할 때 대부분의 경우 일정하지도 않고 실제의 제안된 값과 

는 많은 차이가 나는 값 (0.096-0.517 Ma)이 계산된다. 이러한 차이는 38Ar의 

기억효과의 영향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 시스댐에서 기억효과 때문 

에 정확한 38Arj36Ar 값을 얻는 것은 어려우므로 초기40Arj36Ar을 현재 

의 표준값 295.5를 이용해서 계산했을 때 (피크직비교법) 0.27-0.33 Ma의 

교적 제안값과 유사한 범위의 값이 얻어진다. 

Spike를 이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연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실험 

사용된 표품 양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에서 측정된 

sample의 경우 약 1 gram에 해당하는 양을 이용하는데 비해 현재 실험에서 

는 확보된 표준 시료의 양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100 - 300 mg 정도의 양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표품의 양의 차이에 의해 표품 내의 불균질성이 반영되 

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YZ-1 같은 연대가 젊은 암석의 경우 그 영향은 

더 크다. 

연대가 

의한 영향은 

운모의 경우 

결과를 보여준다. 

된다. 

연대를 가지는 

Ma의 연대를 보인다. 

분화정도를 고려한 Sudo et a l. 

비 

표준 

공기 

에 

백만년보다 오래된 sample을 분석했을 때 sample의 

상대적으로 작다. 약 18.5 ::t 0.6 Ma 연대를 갖는 Bern4M 백 

sensitivity method를 이용하였을 때 I 19.33 Ma의 비교적 유사한 

이 결과는 동위원소 희석법을 통해 계산된 범위와도 부합 

불균질성에 

이용하여 

동위원소 

이용해 

결과는 

불석 

표품을 채취하여 

불석을 혼합산을 

반복 측정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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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 단층대에서 추출한 2개의 

수행하였다. 약 20-30 mg의 

Ar의 양을 측정하고 100 mg의 

양을 측정하였다. 같은 날 

표 3-2-3에 정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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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입실 단충대 불석 시료의 K-Ar 연대 측정 결과 

Sample date K wt 36Ar 4OAr radiogen1 uncertamty Age uncertainty Air 

(wt%) (잃 (1 0- lOccSTP/g) (1O-8ccSTP/g) (Ma) ~ 
CIPIR-8 00-01-17 0.365 0.0369 11.597 2.293 0.033 1.617 0.040 93.73 

CIPIR-9 00-01-17 0.368 0.0317 4.365 2.618 0.037 1.832 0.045 83 .1 3 

CIPIR-9 00-01-17 0.368 0.0368 3.521 2.417 0.030 1.691 0.040 81.15 
-....J 
α。



동위원소 희석법을 이용한 연대 측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spike의 정확한 정량이다. 같은 시료를 같은 날 동위원소 희석법을 이용하여 

반복 측정하였기 때문에 공급된 38Ar spike의 양은 거의 일정하며 실제로 

spike의 정량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날 분석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인 

spike의 오차는 거의 있을 수 없다. 분석에 있어서 질량 차별효과의 변화가 

같은 날이라도 인지되는데 이들의 변화는 약 1% 미만이다. 이들의 효과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실제 연대에는 0.1 - 0.3 Ma 정도의 변화를 보여 준다. 

감도의 불안정성도 고려할 수 있으나 동위원소 희석법에서는 각 동위원소의 

비율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들이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결국 불석의 연 

대 측정값에서 보여지는 오차는 분석 도중의 질량 차별효과의 변화로서 설명 

가능하다. 

4. 토의 

위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가동중인 기기를 이용해서 백만년 미 

만의 sample의 연대 측정은 문제점이 많다. 특히 동위원소 희석법을 이용하 

여 수십만년의 연대를 가지는 암석의 절대 연령 측정은 어려움이 있다. 결 

국 spike를 이용하지 않는 연대 측정이 좀 더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 

음에 정확하지 않은 연대를 산출하게되는 각종 요소들과 향후 이들을 제거하 

여 좋은 연대 측정결과가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고찰해보도록 한다. 

7}. non-linearity variation of sensitivity 

그림 3-2-4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같은 양의 표준 공기를 주입했음에도 

sensitivity가 조금씩 변할 수 있다. 또한 sensitivity가 공급되는 가스 양과 

선형의 관계를 보여주지 못할 때는 피크직비교에 의한 계산에 큰 영향을 미 

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ensitivity와 질량차별효과 측정시 이용되었 

던 표준공기와 똑같은 정도의 40Ar 양을 가지도록 sample의 양을 조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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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나. variation of mass discrimination factor 

그림 3-2-4에서 제시된 대로 공급되는 Ar의 양에 따라 검출기에서 파악되 

는 40Ar/6Ar의 비율이 실제와 달라질 수 있다. 가스의 양이 극단적으로 작 

을 때 나/ 또는 가스의 양이 많을 때 다른 mass discrimination factor를 가질 

경우 또한 문제가 된다. 측정에 이용된 표준 공기는 40Ar peak 값으로 약 

2.3-2.5 V의 출력 전압을 갖는다. 그러나 실제 sample을 분석할 때는 질량분 

석기에 공급된 40Ar gas의 양이 제 각각이므로 모두 같은 정도의 질량 차별 

효과를 갖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38Ar의 기 억 효과 

지금까지 주로 38Ar을 spike로 이용한 동위원소 희석법을 이용해서 K-Ar 

연대를 측정해왔기 때문에 질량분석기 안에 38Ar이 memory effect를 일으킨 

다. 이것은 표준공기를 이용했을 때/ 38Ar peak가 반복 측정동안에 다른 동 

위원소 e 6Ar, 40Ar) 와는 달리 그 값이 커 짐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피크 

직비교법을 이용할 경우 ini tial 40 Ar /36 Ar 값을 구하기 위해 38Ar/36Ar 이 이 

용되는데 이 때 memory effect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표 3-2-1에서 언급한대 

로 표준공기로부터 직접 측정된 ke8 Ar/ 36Ar) 값과 k(40 Ar /36 Ar)으로부터 유추 

된 ke8Ar/ 36Ar) 값이 차이가 나고 이러한 차이는 약 수십만년 (- O.lMa)의 

연대 단위에 영향을 미친다. 즉 수백만년 이상의 표품에서는 이들의 영향이 

38Ar의 기억효과가 미미하나 연대가 수십만년 정도인 표품에서는 수백 %의 

연대 측정값의 차이를 가져와 정확한 연대를 구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결 

국 동위원소 희석법과 피크직비교법을 동시에 써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질 

량분별 보정 방법을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결국 초기 40Ar/6Ar 의 변 

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현재 공기의 비율 295.5와 같다는 가정 하에 계산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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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blank effect 

40Ar, 36Ar, 38Ar 각각의 값을 측정하고 그들의 비율로서 방사성 기원의 

40Ar양을 유추하기 때문에 hot blank의 정확한 각 동위원소의 양을 빼주어야 

한다. 그러나 실험이 반복될수록 hot blank의 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험의 

반복횟수에 따른 blank의 양의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sample을 

싼 Al foil에서 Argon gas가 방출될 수도 있다 sample 없이 Al foil 만으로 

Ar의 배경값을 구해야 할 것이다. 

입실 단층대에서 산출되는 불석을 spike를 이용해서 구한 K-Ar 연대 측정 

값은 1.62-1.83 Ma의 범위를 나타낸다. 이 연대는 입실 단충대의 단충비지 

에 대한 이회권 (1998a)의 ESR 연대와 유사하여 단충 활동이 일어난 후 거의 

연속적으로 열수변질작용이 일어나 이미 형성되어 있던 파쇄대가 불석맥으로 

충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 Ma 이내 젊은 K-Ar 연대 자료의 재현성 

을 저해하는 요인은 질량차별지수/ 감도의 변화， spike 양 정량의 문제， 시료 

의 불균질성 등을 들 수 있다. 같은 양의 공기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하였을 

때 40Arj36Ar의 질량차별효과의 변화는 미미하였으나 공급되는 gas의 양이 

다를 때는 질량차별지수와 sensitivity 가 변화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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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위원소 희석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상당 

한 정도의 38Ar의 기억효과가 인지된다. 질량분별 보정방법을 이용하여 표준 

시료를 분석한 결과 표준 시료가 제시하는 값과 다르고 일정하지 않은 연대 

가 얻어진다. 이러한 불일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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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쳤으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양의 표준 공기를 이용하여 

전 측정 범위에서 질량차별지수를 구하고 sensitivity의 비선형성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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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리고 이러한 측정은 통계학적인 의미를 가질 만큼 여러번에 걸쳐 

반복 실험되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시스댐은 38Ar을 이용하는 동 

위원소 희석법을 같이 수행하여야 하므로 질량분별 보정방법을 이용하기 보 

다는 현재 공기의 Ar의 동위원소 비율을 초기 동위원소 비율로 가정하는 계 

산 방법 (피크직비교법) 이 좀더 나으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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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U-series 비 평 형 연대측정 

1. 연대측정의 원리 

U, π1과 같은 자연 방사성 동위원소는 일정한 붕괴율을 가지고 딸핵종으로 

붕괴한다. 즉 어떤 시간 t에 붕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원자의 수를 N이라고 할 

때/ 

-웰 ocN 
dt 

의 식이 성립한다. 위 식을 적분하여 정리하면 최초 원자수를 No, 붕괴상수를 

A 라고 할 때f 

N = Noe-À1 , No = NeÀt 

와 같고 시간 t에 방사성 붕괴에 의해 만들어진 딸핵종의 수 D*=No-N 이므로 

D* = N o(1 -e-Àt
) 

의 관계가 성립된다. 이 때 그 시스템 내에 처음부터 존재하던 딸핵종의 수를 

Do라고 하면 총 딸핵종의 수 D=Do+D*=Do+N(e À t_1 )과 같다. 

한편 238U, 경5U， 깅1'11과 같은 자연 방사성 동위원소는 한 번의 방사성 붕괴에 

의해 안정적인 딸핵종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딸핵종들의 연속적인 

붕괴를 통해 최종적으로 안정적인 206pb, 207Pb, 208Pb로 변한다. 이를 붕괴계열 

이라고 부르며 N1 - N2 - N3의 붕괴계열을 가정할 때 

N')=-.죠」N?(e-Alt -e λ21 
) 

ι λ 2λ 

의 관계가 성립한다. 위 식에서 ;\1과 ;\2는 각각 N1과 N2의 붕괴상수이고 

N?는 시스댐 내에 원래부터 존재하던 비방사기원 N 1 핵종의 수이다. 그런데 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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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감기가 N2의 반감기에 비해 충분히 길 경우 À 1 { À 2 가 되므로 위 식을 

정리하면 시간 t가 증가함에 따라 NI/N2= À 2/ À 1 이 된다. 이와 같이 N r N2-N3 

- No의 붕괴계열의 경우 N1 À 1=N2 À 2=N3 À 3= --- =No À 0이 성립하게 되며 방 

사능/ 즉 붕괴율 A의 정의가 ÀN이므로 반감기가 긴 모핵종과 그에 비해 반감기 

가 짧은 딸핵종의 방사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를 시 

차평형 (secular equilibrium)이라고 부르며 시스템 내에 딸핵종의 수가 가장 많 

아지는 시간 (Tmax = (10 À 2 - 10 À 1) j (À 2 - À 1)) 이후에는 시스탬이 거의 시차 

평형에 도달하게 된다. 

U 붕괴계열에는 원래 모원소 (U)와는 다른 원소들이 포함된다. 모핵종과 딸 

핵종의 화학적 성질이 다를 경우 풍화/ 광물의 침전y 흡착/ 마그마의 생성 등등의 

지질학적 과정 동안에 서로 분별 (fractiooatioo)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시스템에 

서 분리되거나 새로 시스댐에 들어온 방사성 딸핵종은 자신의 고유한 반감기를 

가지고 다시 붕괴하기 시작할 것이다. 모핵종과 딸핵종의 분별을 유발시칸 지질 

학적 사건이 일어난 후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시스템이 방사능 비평형 

상태에 있게 되며 이후 시스템의 교란이 없었을 경우 비평형 정도는 연대측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U-series 비평형 관계를 이용한 연대측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U 딸핵종이 연대를 측정하고자하는 사건이 시작되었을 때 없 

었다고 가정하는 daughter-deficieot method이고 두 번째는 U 딸핵종이 거꾸로 

그 사건이 시작될 때 시스템에 새로 들어와 붕괴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daughter-excess method이다. 이 중 daughter-deficieot method에는 깅얀hj234U 

법 과 강lPa/35U법 및 깅lPa/3닫h법 이 많이 이 용되 어 왔다. 이 중 탄산염 암에 고 

전적으로 이용되어 온 230Thj234U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단층대를 

채운 탄산염암 맥을 연대측정 할 경우 단충 운동의 최소 연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 상태의 물에는 수용성 6가 U이 많이 존재하므로 탄산염암이 퇴적될 당 

시에는 암석 내에 U이 Th보다 선택적으로 농집된다. 최초 강OTh/34U=O 이라고 

가정하면 폐쇄계를 유지하였을 경우 일정 시간 t가 지난 후 시스댐의 230Thj234U 

방사능비는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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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은 위 식의 234U/잉8U과 때깐l/234U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3-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초기 30，000년까지는 없Th/234u의 변화가 

234U/238U과 별 관계를 보이 지 않아서 경렌h/ 234U =l-e À 230t로 보아도 된다. 이 방 

법의 적용 가능한 연대측정 범위는 대략 350ka 정도이다. 

많은 육상 탄산염암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던 detrital Th에 의한 오염 때문에 

최초에 완벽하게 않Th/쟁U=O 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경우 연대측정에 있어서 

234U의 붕괴에 의해 생긴 supported 깅안h 외에 처음부터 존재했던 unsupported 

때π1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없Th과 강칸h은 자연계에서 함께 거동한다고 보아 

도 되므로 detrital 깅안h의 보정 은 잉칸b을 이용한다. 시 료에 있는 자생 적 인 

(authigenic) 부분의 연대를 구하기 위하여 약한 산으로 자생적인 부분만 용해될 

수 있도록 추출하여 추출물과 남아있는 잔류물의 U, Th 동위원소비 관계를 이용 

하거 나 (L/R method; Ku et aL, 1979), 같이 생 성 된 부분의 산 추출물들을 이 용 

하는 방법 (LL method; Schwarcz and Latham, 1989)이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탄산염암은 약산으로 녹인다고 해도 잔류물이 별로 남지 않으며 L/R , 

L/L method의 가정r 즉 산 추출을 할 때 한 동위 원소가 다른 동위 원소에 비 해 

선택적으로 녹지 않아야 한다든지， 선택적으로 녹이더라도 그러한 분별의 정도는 

시료마다 같아야 한다든지 하는 조건들을 실험실에서 만족시키기 어렵다 

(Schwarcz and Latham, 1989; Kaufman, 1993).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 

하여 TSD (total sample dissolution)법 이 시 행 될 수 있다 (Luo and Ku, 1991). 

Luo and Ku (1991)가 유도한 TSD법의 방사능 관계식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 

다. 다음 식 의 아래 첨 자 a는 authigenic fraction, d는 detrital fraction을 의 미 하 

며 2와Th*는 authigenic fraction 이든 detrital fraction 이든지 간에 234U의 붕괴에 

의해 생긴 잉~h의 방사능을 지시한다. 다음 식에 의해 g닫h/ 234U 연대를 의미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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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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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o and Ku (1991)는 때깐1/영칸h - 쟁U/231'11 그림의 동시선 각도에서 

detrital corrected ~/234U을， 그리고 234U/영1'11 - 238U/깅칸h 그림의 둥시선 각 

도에 서 detrital corrected 234U /238U을 구했다. Luo and Ku (1991)는 증발잔류암 

을 대 상으로 TSD법 을 적 용하여 uncorrected age에 비 해 경 우에 따라 10배 이 상 

젊은 corrected age를 보고한 바 있다 Luo and Ku (1991)의 corrected 

때πl/234U 연대는 야외 관계 및 깊이 순서와 일치하여 자료의 신빙성을 지지한 

다. 

2. 실험 및 측정 

입실 단층대 탄산염암을 대상으로 TSD법을 적용하여 230Th/잉4U 연대측정을 

시도하였다. 육안으로 불순물이 묻지 않은 시료를 골라 증류수로 씻은 후 말린 

다음 아게이트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곱게 갈았다. 분말 약 19 정도를 취해 6N 

HCl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3 차례 정도 반응시키고 혼합산 (불산:질산:과염소산 = 

4:1:1)을 가해 약 1200 C 온도에서 60ml 테플론 용기를 사용 밤새 reflux 시켰다. 

말린 후 약 2% HCl을 이용하여 20ml 정도의 맑은 용액으로 만들고 그 중 일부 

를 U/Th 비 측정을 위해 남겨두고 나머지로부터 U, Th을 단체분리 하였다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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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의 단체분리는 유종신 외 (1999)를 따랐으며 그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 

다. 

1) 시료 용해 용액 약 20ml 정도에 Fe 1000 ppm 표준용액 1ml씩을 가한 

다. 

2) 암모니아 수 ml 정도를 용액에 넣어가며 Fe 공침 시킨다. 

3) 1시간 정도 따뜻하게 aging시킨다. 

4) 용액의 맑은 부분에 암모니아 2, 3 방울을 떨어뜨리고 다시 aging. 

5) 2500rpm 정도에서 5분간 원심분리. 

6) 윗부분을 버리고 나머지를 2% 질산 이용 녹인다. 

끼 2) -5) 반복. 

8) 윗부분을 버리고 나머지에 증류수 20ml 정도를 가해 원심분리. 

9) 암모니 아 2, 3 방울 가한 후 다시 aging. 

10) 원심분리. 

11) 윗부분을 버리고 나머지를 진한 질산 2ml 정도 사용하여 녹인다. 

12) 11)용액을 촉촉한 정도까지 말리고 m 질산 6ml 정도를 넣어 붉힘. 

13) 음이온 교환수지 (AG1-X8 100-200 mesh, cr form, Bio Red) 10ml를 

플라스틱 칼럼 에 충진시 킨 후 ηQ 질산 용액 30ml로 수지 를 질산염 형 태 

로 만든다. 

14) 칼럼을 8N 염산 사용하여 씻는다. 

15) 찌 질산 30ml로 수지를 질산염 형태로 만든다. 

16) 12)용액 loading. 

1끼 ηJ 질산 20ml을 가하여 잔류 염분을 제거한다. 

18) 1N 염 산 20ml 및 8N 염 산 20ml로 Th과 U 부분을 elution하여 테 플 

론 용기에 받는다. 이를 가열판에서 휘발시키고 2% 질산 용액 10ml로 희 

석한다 

19) 8N 염산 20ml과 증류수 30ml로 칼럼을 씻어준다 

측정 기기는 별티컬렉터 고분해능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 (Multi 

Collector High Resolution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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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IOM model, VG Elemental Ltd.)이고 시료 도입 부분은 표준 Pneumatic 시스 

템을 이용하였다. 

먼저 EM (Electron Multiplier)과 페러데이 검출기 사이의 효율을 U010 표준 

시 료를 사용하여 측정 한다 (N=30, 105 integration). 측정 시 238U/경5U비 를 사용 

하여 exponential normalization시켰다. 기기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효율 

보정 factor는 대 개 2.17-2.32 정 도이 다. 234U / 238U, 않Th/232Th， 잉칸h/238U 측정 

시의 검출기 배치는 다음과 같다. 

표 3-3-1 234U l38U, 않Th/강칸h 경~/238U 측정시의 AXIOM 검출기 배치 

measurement EM Hl H2 H3 H4 

234U/238U 234 235 236 237 238 

230Th!232Th 230 232 235 238 

232Th!238U 232 235 236 237 238 

U /235U=137.88을 이 용하여 exponential normalization하면서 5tatic mode로 

234U/238U, 때Th/경칸h를 측정 한다 (N=30, 55 integration). 

잉칸h/ 23SU 비를 측정할 때에는 스파이크 없이 약 500배 희석 용액을 이용하 

여 직 접 측정 하였다 (N=30, 55 integration, exponentially normalized by 

238U/영5U=137.88). 서로 다른 원소의 동위 원소비를 측정 할 때 에 는 두 원소가 플 

라즈마에서 이온화되는 성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표준용액에 의한 보정이 필 

요하다 (Halliday et al., 1995). 이번 실험에서는 U /Th=200, 100, 50 (U=50ppb) 

표준용액을 이용하였으며 그 보정 결과는 표 3-3-2와 같다. U/Th비가 변함에 

따라 보정 factor는 다소 변하며 그 변화 정도는 U/Th=200-50 범위에서 약 5% 

수준이다. 실제로 그 factor를 계산과정에서 적용할 때에는 각 시료와 가장 

U/깐1비 가 가까운 표준용액 의 factor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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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표준용액을 이용한 U/Th 비 측정값의 보정 결과 

U/Th U(ppb) Th(ppb) 238/232 238/232m %SE true/ measured 

200 50.60 0.270 181.438 262.765 0.44 0.6905 

100 49.63 0.531 90.375 126.533 0.23 0.7142 

50 49.23 1.050 45.365 62.305 0.23 0.7281 

3. 결과 및 해석 

입실 단층대의 안산암 파쇄대 충진 탄산염암의 최종 분석결과는 표 3-3-3과 

같다. 예비적인 Quadrupole ICP-MS 분석결과에 의하면 시료의 U 함량은 

5ppm 내외이다. 시료의 23~l3칸h 방사능비는 36.7 -1139.4로 매우 높은 편이 

다. 234U/238U 방사능비는 0.94 내지 0.95 정도로 균질하다. 잉8U/잉칸h 방사능비 

는 54.3 -1037.4 범위로 역시 대단히 높고 U/깐1 농도비로 환산하면 17.9-341.9 

가 된다. 한 맥에서 채취한 시료들도 매우 불균질한 U/Th 방사능비를 보여 이 

들이 cm 규모에서도 U/Th 방사능비에 있어 불균질함을 알 수 있다. 개별 시료 

의 강얀hl경U 방사능비는 두 시료 정도 (9912IPIR-1A, 9912IPIR-2A-2)를 제외하고 

는 대개 1 근처로서 거의 시차평형에 도달해 있다. 자료들을 Luo and Ku 

(1991)의 등시 선 그 림 에 점 시 해 보면 그 림 3-3-2와 같다 authigenic fraction의 

234U/않U 방사능비로 해석되는 234U l3~h-238U /잉2Th 그림의 각도는 0.9494 

(R2=0.9999)로 잘 정의되지만 깅'Th/32Th_234U/깅~h 그림의 각도는 1.0926 

(R2=0.973)로서 분산 정도가 심하다. 하지만 그림 3-3-2에서 계산된 authigenic 

fraction의 잉안hl찌U (=1.0926) 역시 이들 시료들이 234u_23'Th 시차평형에 도달해 

있다는 점을 지시한다. TSD법으로 구한 authigenic fraction의 234U/앙8U 방사능 

비와 230Thl34U 방사능비가 개별 시료의 uncorrected 자료와 유사하다는 것은 시 

료 내에 detrital fraction이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30Th/잉2Th_ 234U / 232Th 그림의 자료 분산 (그림 3-3-2)은 아마도 잉4U의 유동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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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입 실 단충대 안산암 파쇄 대 충진 탄산염 암의 U, Th 방사능비 분석 결과 

sample e30Th/232Th) A %SE e3'1.ν238U)A %SE e38Up32πl)A %SE e
30

Th/
23'1;) A %SE 

CIPIR2-1 72 .4 1.06 0.940 0.20 74.4 1.77 1.035 2.07 

CIPIR2-2 59.0 0.50 0.931 0.22 54.3 1.1 8 1.168 1.30 
9912IPIR-IA 471 .4 0.60 0.938 0.13 613 .4 0.87 0.819 1.07 
9912IPIR-IB 1139.4 0.22 0.952 0.06 1037.4 0.44 1.154 0.49 

、。
9912IPIR-1 C 457.5 0.20 0.949 0.09 489.1 0.97 0.985 0.99 

~‘ 9912IPIR-ID 384.3 0.44 0.948 0.13 366.0 0.60 1.108 0.76 
9912IPIR-2A-1 87.1 0.31 0.952 0.27 99.4 1.30 0.921 1.36 
9912IPIR-2A-2 36.7 0.73 0.962 0.26 55.6 1.10 0.686 1.35 
9912IPIR-2B 79.6 0.24 0.958 0.17 79.8 0.78 1.042 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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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대 안산암 파쇄대 

연대측정 

입실 그림 3-3-2 



으로 보인다. 지표 환경에서 2찌U이 쟁U보다 더 유동적으로 거동하는 점은 잘 

알려 져 있으며 (Osmond and Ivanovich, 1992) 입 실 단층대 탄산염 암 시 료들의 

경우 그 유동이 갱Uj238U비 에 큰 영 향을 줄 정도는 아니 었으나 시 료의 UjTh비 

가 매우 높아서 잉맘hj234U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실험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입실 단충대 파쇄대를 충진한 탄산염암 맥 

의 생성 시기는 시차평형을 이루는 데 필요한 시간 즉 40만년 이상이라고 해석 

된다. 따라서 업실 단충 파쇄대의 형성 시기 또한 최소 40만년 이상으로 판단되 

며 이러한 결론은 기존에 보고된 입실 단층대 단충비지의 ESR 연대 (이희권I 

1998a)가 대개 110만년， 160만년 및 170만년 정도인 점과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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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1. 연대측정의 원리 

자연계에서 탄소는 두 종류의 안정동위원소[12C(98.89%)， 13C(1.11 %)]와 한 종 

류의 방사성동위원소C4C (ca. 10-12)]가 존재한다. 이 중 방사성탄소C4C or C-14) 

는 주로 대기 성층권(고도 12-15km)에서 이차우주선인 중성자가 질소원자와 충 

돌하여 만들어진다. 

14 ‘ 14 ~ 
71"'< -t- On • 6L 十 1P 

지구규모에서의 14C의 평균생성률은 7.5kgjy이며/ 생성률은 위도와 시간 변화 

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14C의 총량은 

-75 t이다. 우라늄과 토륨의 함량이 높은 지하에서는 14N과 170가 중성자와 반 

응하여 14C가 생성되기도 하지만/ 지구규모의 생성량과 비교할 때 무시할 수 있 

는 양이다. 자연계에서 우주기원 방사성탄소의 생성 가능성은 1930년대에 이미 

논의되었지만 1947년에 이르러서야 그 존재가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 (Anderson 

et al., 194끼. 

대기에서 우주선에 의하여 만들어진 방사성탄소는 원자핵이 불안정하기 때문 

에 일정한 반감기를 가지고 자연적으로 베타 붕괴를 하여 질소원자로 되돌아간 

다. 

l\C • 147N + β-

14C의 반감기는 최초 Libby가 5，568 ::1:: 30년을 제시하였지만/ 그후 보다 정확한 

값인 5,730 ::1:: 30 년이 국제 방사성탄소 연대측정학회 공인값으로 이용되고 있다. 

초기에 방사성탄소 동위원소 연대를 계산할 때 이용되었던 Libby의 반감기가 지 

금도 연대측정시에 그대로 이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예전의 자료와 현재 생산 

되는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기타 계산시에는 5，730년이 이용되고 

94 • 



있다. 

만일 어떤 생명체가 죽은 후에 폐쇄계가 유지되었을 경우/ 시료에 현재 남아 

있는 방사성탄소의 농도와 방사성탄소의 초기농도를 알면 14C의 반감기를 이용하 

여 그 물질이 죽고 폐쇄계가 유지된 후로부터 경과된 연대를 아래와 같은 식으 

로부터 계 산할 수 있다 (그림 3-4-1 참조) 

a/4C ao14Ce-.-lt 

t[측정연대 (BP)] = -8267. ln (a/4Cfao14C) 

여기서 ao14C는 대기중의 방사성탄소의 초기 activityl at14C는 측정당시의 대상물 

질의 방사성탄소의 activity, À 는 14C 붕괴상수/ 그리고 t는 대상물질의 연대를 

의미한다.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을 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1)방사성탄소가 반감기인 5730년보다 훨씬 짧은 시간 내에 대기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2)대기중의 14C 생성률이 오랜 시간 동안 일정해야 한다. 

3)활성적인 탄소저장고와 생물체 사이의 14C의 출입과 붕괴율이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4)생물체가 죽은 후에는 완전 폐쇄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즉 방사성붕괴에 의하 

여 만 14C양이 감소해 야 한다. 

이중에서 대기중의 방사성탄소의 양이 일정해야 한다는 가정은 과거의 기록 

을 복원해본 결과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기중의 방사성탄소의 양은 수 

십-백년 규모에서는 비교적 일정했지만， 이보다 큰 연대 규모에서 보면 대기중의 

방사성탄소 농도는 매우 큰 변화가 있어왔다. 산호와 나무의 나이테로부터 얻은 

자료에 의하면 약 3 만년 전 이래로 방사성탄소의 양은 97-140 pmC의 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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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지구 지자기 변화와 큰 관련성이 있는 것 

으로 알려 져 있다 (Damon et al., 1989). 또한 태 양 흑점 활동 주기 인 11년과 관 

련이 있는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분석한 시료의 방사성탄 

소 연대와 실제 Calendar year와 차이가 나며， 대기중의 방사성탄소 농도에 대한 

기록이 있는 연대 범위에서는 이를 보정 해주어야 한다. 

19세기말에 유럽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소모량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화석연료는 방사성탄소의 반감기를 고려할 

때 매우 오래된 지질시대에 만들어진 유기물이기 때문에 방사성탄소가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대기중의 이산화탄소의 양은 증가 

하게 되지만 방사성탄소는 희석되어 양이 줄게 된다. 산업혁명으로 급격히 증가 

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대기중의 방사성탄소의 양은 -0.03%/y의 비율로 희석 

되어왔으며r 이러한 원인으로 방사선탄소의 양이 줄어든 것을 Suess effect라 한 

다. 1850에서 1950년까지 대기중의 방사성탄소의 양은 약 3%의 감소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만일 1950년에 자란 나무의 연대를 측정할 경우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이전의 방사성탄소의 초기치를 가정하면 실제 연대보다 약 240년이나 

더 오래된 연대를 얻게된다. 이러한 점이 1850년도 이후에 생성된 시료에 대한 

방사성탄소의 연대측정을 어렵게 만든다 (Wagner, 1998). 

이와는 반대로 1950년대에서 1964년 사이에 있었던 지상 핵실험으로 인하여 

대기중의 방사성탄소의 양은 약 두 배정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후 대기중 핵 

실험금지로 방사성탄소의 양은 해마다 줄어들었으며， 1995년 현재 약 110 pmc까 

지 양이 줄게 되 었다 (about 10% excess over the natural value). 

방사성탄소의 양은 Solid source counting(SSC)법 Gas proportional 

counting(GSC) 법 , Liquid scintillation counting(LSC) 법 및 i\ccelerator ~ass 

Spectrometry( i\MS)법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이중 LSC법이 가장 간편하고 보면 

적인 측정법으로 시료중의 탄소를 벤젠으로 변환시켜 베타선 검출기로 측정하는 

것이다. i\MS법은 탄소를 graphite로 변환시켜 Cs이온으로 이온화시킨 후 가속 

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다. 1970년대 말에 개발된 가속질량분석기의 등장으로 분 

석에 필요한 시료의 양은 고전적인 방법에 비하여 1/10-1/1000 수준 이하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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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게 되었으며/ 분석의 정밀도가 크게 향상되어 방사성탄소의 반감기인 5,730 

년의 약 10배인 60，000년까지 연대 측정이 가능케 되었다. 

2. C-14 연대의 보정 방법 

식물은 광합성과정에서 12C를 13C보다 조직 내에 더 많이 농축시키기 때문에 

식묻은 대기 C02의 13C/12C보다 매우 낮아진 값을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광합 

성작용 중에 14C/12C의 비도 분별현상이 일어난다 12C와 13C의 질량차이는 1이고 

12C와 14C 사이 의 질 량 차이 는 2이 기 때 문에 광합성 작용 중에 14C는 13C보다 약 2 

배 크게 분별이 일어난다. 일부 실험실에서는 14C/12C와 13C/12C를 AMS법으로 

직접 측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실험실에서는 13C/12C를 안정동위원소질량분석 

기로 따로 분석을 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식을 적용하여 시료의 13C/12C 측정값으로부터 B 13C값을 구할 

수 있다. 

δ 13Csample = I(13C/12C)sample/ (13C/12C)pDB - 1] 1000%o 

시료의 δ13C값에 따라 14C의 값도 달라지며 계산되는 연대에도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즉 시료의 δ13C값이 커짐에 따라 14C 연대는 젊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동위원소 분별효과에 대하여 연대를 보정해 주어야 한다. 시료의 

δ13C 값을 이용하여 측정된 14C를 보정하는 방법은 아래식을 이용하면 된다. 

4Ccorr = 14Cmeas × [1-2( δ 13C + 25)/1000] 

여기서 14CCorr 는 시료의 보정된 14C값을 그리고 14Cmeas 는 시료의 측정된 14C값이 

다. 

국제회의를 통하여 전통적으로 14C 연대는 나무의 δ13C값(-25%0)에 표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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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용하고 있다. 자연시 료중의 14C의 양은 pmC(percent modern carbon)로 표 

현하는데/ 이 값은 국제 표준시료인 NBS oxialic acid(-19%o)의 1950년 activity의 

95%로서 정의되며/ 화석연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은 1840-1850년에 자란 나 

무의 방사성 탄소의 activity (13.56 dpmj g carbon)와 같은 양이 다. 이 값을 100 

percent modern Carbon (pmζ 여기서 modern은 1950년을 지칭 함)라하고 다른 

시료의 값은 이 값에 대한 상대적인 백분율로 표현한다. 

%Modern = 100 . F =100[e4Cj12C)sampl하젝j O. 95e4Cj 12C)oxl{-19!1 

Conventional C-14 연대는 아래식으로 계산되어 진다. 

Conventional 14C age - r lnF 

여 기 서 r 는 Libby의 mean life (8,033 years) 이 다. 

3. 시료 준비와 분석 

시료의 C-14 연대 측정은 미국 Geochron Laboratories에서 AMS로 실시하였 

다. 자세한 시료 준비 과정은 아래와 같다. 

1)시료를 물에 넣고 분산시킨다. 

2)침전법과 물을 따라내는 방법에 의하여 모래와 실트로부터 점토와 유기물을 분 

리한다. 

3)나일론 망을 이용하여 식물의 잔가지와 잔뿌리를 제거한다. 

4)회수된 clay organic fraction을 1N HCl로 1시간 처리하여 carbonates 및 불과 

산에 녹는 유기물을 제거한다. 

5)이 것을 여과한 후 말린다. 

6)폐쇄된 Quartz tube에 유기물을 넣고 산소와 반응시켜 CO2 가스를 만든다. 

7)생 성 된 CO2 가스를 수소가스와 반응시 켜 graphite로 만든다 (Vogel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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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Fe, 580.C) 

C02 + 2H2 • C + 2H20 

8)만들어진 graphite를 AI target holder에 넣고 Cs빔으로 이온화하여 14C/12C를 

측정한다. 

4. 결과 및 해석 

표 3-4-1에서 볼 수 있듯이 하부 유기접토층에서 채취한 시료의 C-14 연대는 

31，250 :t 330년/ 상부 유기점토층에서 채취한 시료의 C-14 연대는 42,300 :t 1300년 

이다. 

표 3-4-1 유기점토의 C-14 연대 측정 결과 

Sample No. 

9912Qd-2B 

9912Qd-2C 

Age (years BP) 

31,250 :t 330 

42,300 :t 1300 

δ 13CPDB (%0) Description 

-22.6 

-24.7 

Lower organic clay bed 

Upper organic clay bed 

C-14 시료를 채취한 두 매의 유기토양층은 거리가 80-100crn로 매우 가까울 

뿐만 아니라 서로 조화적이며 역전의 증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부층이 오래 

된 층임에 분명하다. C-14 분석을 의뢰한 하부 유기점토에는 무수히 많은 현생 

식물의 뿌리와 줄기가 들어있어 일단 하부 유기점토층에 대한 recent 

contarnination을 의심할 수 있다. 만일 현생 유기물에 오염을 받았다면 실제 연 

대보다 젊은 연대를 보이게 되기 때문에 하부 유기점토층이 실제 연대보다 젊게 

나올 수 있다. 시료를 준비할 때 나일론 망을 이용하여 현생 식물의 잔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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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이 제거하였다고 하나 토양의 유기산에 의해 이미 화학적으로 분해된 recent 

C-14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리될 수 없으며 확산이나 파쇄대를 따른 이동에 의 

해 유동될 수 있다. 연대가 상대적으로 젊게 나온 9912Qd-2B 시료는 상부의 

9912Qd-2C 시료에 비해 현생 식물의 줄기나 잔뿌리가 월등히 많다. 그 외에 연 

대 자료가 상하층의 순서와 맞지 않는데 대하여 지진/ 사태I 생물 작용에 의한 

지층의 교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각 유기점토층의 연장성이 매우 좋고 약 

80-100cm의 간격을 가지고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평행하게 발달되어 있는 점으 

로 보아 이러한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지하수에 의한 유기점토 수용성 부 

분의 이동과 속성작용중의 탄소의 유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재의 자료 

로는 이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Ô13C 값으로 보아 상부 유기점토 (9912Qd-2C; 

-24.7%0)는 육성충 (-25%0 정도)에 가깝고 하부 유기점토 (9912Qd-2B; -22.6%0)는 

해성충 (-209"00 정도)에 가깝기 때문에 상부 유기점토의 경우 오래된 육상 생물체 

의 유해가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유기점토는 사실상 여러 연대의 다양한 

유기물로부터 기원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전체에 대한 C-14 분석은 퇴적시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기 어려운 면이 있다. 앞으로는 현미경 관찰을 통해 

ostracods와 같은 분해되지 않은 생명체를 찾거나 속성과정 동안 비교적 안정적 

으로 거동하는 lipids를 화학적으로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 시료를 채취한 단구층은 두께가 약 2-6m로 정자리 일대에 잘 

발달되어 있다 (Kim, 1973). Kim (1973)은 구성 퇴적물의 입도분석 및 입자의 

특성으로부터 정자리 단구충을 해성퇴적불로 해석하였다. 그는 정자리층의 하부 

인 표고 약 13m에 함유되어 있는 탄화목편을 채취하여 이번 연구의 연대보다 젊 

은 12,060 i: 600년의 C-14 연대를 보고한바 있다. 그러나 향후 이때까지 해안단 

구로 처리한 퇴적층이 육성충일 가능성은 없는지 변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 

로 이번 연구에서 C-14 연대를 측정한 노두에서는 파도의 영향이 심한 해안단구 

층에서 보기 힘든 세립질의 silt층이 협재되어 있고 포함된 자갈들의 분급이 매우 

불량하며 angular 또는 subangular한 역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해성층이 융기 

하고 난 후에 이를 덮은 육성층일 가능성을 높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탄소 

동위원소 자료도 그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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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Be-l0 연대측정 

1. AMS 측정의 원리 

AMS 분석법은 극미량의 희귀동워원소 (rare isotopes)를 측정할 수 있는 아 

주 정밀한 기법이며 특정은 크게 여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I 여러 가지 

형태의 rnass spectrorneter를 이용하여 자기장에서 rnornenturn에 따른 상이한 궤 

적을 이용하여 동위원소I 동중원소/ 화합물에 의한 방해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 

며 툴째/ 음이 온원 에 의 한 sputtering, 수백 만 electron vo1t에 의 해 가속하여 

stripping하는 과정에서 단이온상 동위원소를 분별하고 셋째/ 안정동위원소는 

Faraday cup에서 전류로/ 분석하고자 하는 희귀원소는 분자수로 최종 정량을 하 

게 된다. 넷째/ 안정동위원소와의 비는 1: 1015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다섯째/ 시 

료는 수 mg의 소량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10Be 분석의 경우 1rng의 BeO 시료이 

변 측정이 가능하다. 여섯째， 1-2% 의 정확도를 가지고 수 분이면 분석이 가능하 

다 14C와 10Be의 예를 들어 아래에서 측정 원리를 설명한다. 

반감기가 150만년인 lOBe은 우주선에 의한 대기중의 질소， 산소의 깨짐 작 

용 (spallation)에 의해 생성되어 대기분진에 흡착되어 있다가 지구표면에 떨어지 

게 된다. 대기중의 체류기간은 14C의 70년에 비해 아주 짧은 1-2년 정도이나 해 

양 중의 체류시간은 수백년에 달한다lOBe의 침강율은 106 atorns crn-2 a-1 정도 

이며/ 대상시료 중의 함량은 아주 적어서 남극빙의 경우 104 atornsj g, 망간단괴 

의 경우 1010atornsj g 이다. 재래식 감쇠측정에 의존하자면 수 톤의 시료처리가 

불가피하나 AMS 측정에는 1-2kg의 남극빙이/ 그리고 퇴적물의 경우 수 그램 정 

도가 요구된다. 지구물리 시료에 대한 10Be 측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가능한 ::1.: 10% 정도의 정확도는 얼반 적용에 충분한 수준이다 10Be 측정은 

14C과 같은 원리로 Cs 이온원의 sputtering에 의해 10BeU, lOBO-, 9BeOH- 과 같은 

음이온 동중원소가 만틀어 진다 10Be은 lOBe160 - 이온으로 출발하는데 이 또한 안 

정한 이온이므로 lOBe 제거에 비정거리차이 현상을 이용하여/ 현재 2 X 10-15 

lOBe/ Be 정 도의 비 율 측정 이 가능하다 lOBe은 4C와는 달리 가속 후 strippin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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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2가 양이온이 되며 carbon mylar를 통해 10B+2 와 분리되면서 +3가로 되어 

최종 atom으로 분석된다 IOBe의 경우 동중원소인 10B을 빔수송부품 조정에 파 

일로트빔으로 활용할 수 있다. 표 3-5-1을 보면 AMS 측정에 필요한 시료 크기 

와 시료전처리 이후 최종 타켓 물질I 그리고 시스댐 효율 및 기저값이 미국 UC 

Berkely 소속의 LLNL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Center for 

AMS의 예를 들어 요약되어 있다. 

표 3-5-1 AMS 측정기술 현황 

Isotope Stable Sample Sample System Background 
isotope size,* mg material efficiency,T % level** 

3H 3He 1 TiH2 1 10.14 

10Be 10B 1 BeO 0.1 10.15 

14C 14NÎÎ 0.1 C 2 2X10.15 

26Al 26MgÎÎ 1 Ah03 0.01-0.1 10.15 

36C1 36S 3 AgCl 1 2X10.15 

41Ca 41K 0.5 CaH2 0.01-0.1 10.15 

129XeTT 3 AgI 1 10.14 

* Minirnurn size routinely rneasured. 
Î Sarnple to detector for a sufficiently long rneasurernent (if reqiured). 
** Usually frorn tails of isobars or neighboring stable isotopes 

14C backgrounds are frorn sarnple contarnination by rnodem carbon. 
ÎÎ Does not forrn a stable negative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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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Be 측정 원리 

가. 우주기원 동위원소의 생성 기작 

우주기원 방사성동위원소는 대기에 존재하는 안정동위원소 (N, 0 , Ar 등) 

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우주방사선 (cosmic ray)에 의해 유발된 핵반응 즉 쪼 

개짐작용 (spallation)에 의해 생성된 동위원소를 일컴는다 (Lal and Peters, 

196끼. 

연대측정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우주기원동위원소 10Be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핵반응에 의해 생성되고 붕괴된다. 

147N + 10n • l04Be + \H + \He (production) 

04Be • 105B + 0 
1 β + J) + Q (0 .556MeV) β decay) 

(T1/2 = 1.5x106 yrs) 

지표면의 안전동위원소 (주로 0 , Si)가 우주방사선에 오랜 지질시간 동안 

노출되어 농도가 증가된 in situ cosmogenic isotope을 이용하여 단층면y 해안단 

구/ 하안단구/ 빙하침식면을 대상으로 암석 표면조사 연대측정 (exposure 

dating)을 할 수 있 다. 

대기권 밖의 외계에 있는 물질에서 이러한 동위원소의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AMS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우주기원 동위원소의 적용 대상은 감도상 

주로 혜성y 달 등 대기권 밖의 물질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논의 범위 

를 지구 대기권으로 제한하기로 한다. 대다수의 이러한 동위원소들은 2차 중성 

자에 의해 유발된다. 우주선이 지구에 입사될 때 우선 대기권과 만나게 되며， 

동위원소의 약 70%는 성층권에서， 30%는 대류권에서 생성된다. 대기의 구성성 

분은 질소(78%)， 산소(21 %) 및 아르곤(0.9%)이므로 우주선 유발 방사성동위원소 

는 대부분이 질량번호가 40 이하이다. 질소/ 산소로부터 생성되는 장반감기 동 

위원소는 14C (5，730년) 및 10Be (1 ，500，000년)， 36Cl (301 ，000년) 등이다. 대기층에 

서 우주선의 세기가 약 1/1000 정도로 감쇠되지만 지표에서도 우주선 유발 핵종 

이 생성된다. 지표 밀 수 m 깊이에서는 우주선이 급속히 흡수 소멸되지만/ 

104-



muon과 결국은 중성미자 (nutrino)만이 반응에 참가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계물질 내의 동위원소 농도가 매우 크므로 운석 등을 통한 이들의 지구 

권 내의 유입이 특정 동위원소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6A1의 경우 이 효과 

가 약 10%에 달함이 최근 측정결과에 의해 밝혀졌다. 

우주기원동위원소 중 하나인 10Be은 1.5 my의 반감기를 가지고 10B 으로 붕 

괴하며 수 만년에서 10 my까지의 연대 측정이 가능하다. 측정할 수 있는 연대 

의 상하한은 background를 낮추고 10Be을 시 료로부터 얼마나 농축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lOBe은 다양한 지질시료에서 측정되어 dating 외에도 많은 연구분야에 

서 이용되고 있으며 (표 3-5-2) 본 논문에서는 제471 토양의 연대 측정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충 작용의 최대 연령 즉 상한선을 결정하기 위해서 수렴 

단충에 의해 잘린 단충면 상반의 토양 시료를 채취하여 시료 내 9Be과 10Be을 같 

이 분석함으로써 연대 측정을 시도하였다. 원칙적으로 토양의 연령은 모암위에 

형성된 풍화면의 연령에 해당되며 현재까지는 정량적인 연대측정법의 부재로 인 

해 추정이 불가능하였다. 왜냐하면 토양의 형성 시간은 수만년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만 그에 비해 일반적인 방사성동위원소는 반감기가 짧기 때문이다. 토양의 

연령은 특별한 경우에 모암 (parent rock)이나 퇴적물과 같은 연령으로 간주되기 

도 한다. 토양 환경은 개방계 (open system)이므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대 

부분의 절대연대측정법은 토양 연령 결정에 적용되지 못한다lOBe은 토양을 개 

방계 (Monaghan et al., 1983; Pavich et al., 1984) 또는 2차 자생광물 (secondary 

authigenic mineral)로 국한시 켜 볼 때 폐 쇄 계 라고 가정 하는 (Lal et al., 1991; 

Barg et al., 199꺼 모텔이 제시되어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빗물을 통해 10Be과 26Al이 대기로부터 지표 위의 퇴적환경에 유입되어 광 

물표면에 흡착되거나 2차 광물 형성시 공침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 지질시간 동 

안 1.5 my의 반감기를 가지고 방사성붕괴를 하므로 퇴적물 내의 농도는 줄어들 

게 된다. 따라서 잔류 농도를 분석하여 반감기를 계산하면 얼마나 오래 전에 퇴 

적물이 쌓아기 시작했는지 혹은 토양의 경우 화학적 풍화작용이 모암위에 언제 

부터 일어났는지 그 연령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육상의 퇴적환경은 개방계 

(open system)이기 때문에 10Be과 26A1을 포함한 빗물이 계속 유입되므로 퇴적 당 

시의 10Be과 26A1 농도 또는 비를 알기 위해 순차적으로 화학적 용출을 하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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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 우주기원 동위원소와 활용 분야 (Morris, 1991; 박긍식과 우형주， 1994) 

핵종 반감기 생성기구 
~H 12.26년 14N(n,t) “ C, 

N，O의 파괴반응 

'Be 53.3일 N，O의 파괴반응 

IUBe 1.5 X 10b년 N，O의 파괴반응 

14C 5，730년 14N(n,p)14C 

LbAl 7.1 X 10~년 Pe，Ar의 파괴반응 

Al, Si와의 핵반응 

~~i 101-172년 Ar의 파괴반응 

~bCl 3.0 X 10~년 ~Cl(n，y)~bCl 

36Ar(n,p)36Cl 

Ar의 파괴반응 

41Ca 1.0 X 10~년 4UCa(n,ptlCa 

응 용 

지하수 연령과 유동추적 

추적자로서 의학이용 

성층권l 대류권 대기의 혼합 

해양퇴적물이나 극빙시료 (Polar ice 

core)의 연대측정/ 토양I 만간단괴 

(authigenic minerals) 연대측정 

암석 표변조사 연대측정 (단충면/ 해안 

단구I 하안단구/ 빙 하침식 면) 

운석I 우주기원물질 (spherule)의 연대 

우주선 강도변동/ 지구자장 강도변동 

태양활동의 변동y 화산대의 마그마기원 
각종 연대측정I 운석낙하연대측정 

추적자로서 환경 중의 탄소순환 해석 

이나 의학에 이용 
퇴적물/ 토양 , authigenic mineral 연 

대측정/ 암석 표면조사 연대측정 

추적자로서의 의학에 이용(알즈하이머) 

지하수의 연령측정 

운석의 낙하연대/ 지하수의 연령측정 

암석 표면조사 연대측정 (빙하침식y 

young volcanics), 태양활동의 변동 

추적자로서 대기순환의 해석 
뼈 등의 연대측정 I 달 토양 연대 측정 

추적 자로서 의 학에 이용 (골다공증) 

~~Mn 3.7 X 10b년 Pe과의 핵반응 연대측정/ 우주선강도 변동， 열수작용 

[56Pe(P，a)있Mn 그외 l 연구 

i갱1.57 X 10'년 wXe(n,p)WI 우주선강도 변동 
잉8U의 자발핵분열 추적자로서 지하수의 유동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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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홉착되거나 유기물에 존재하는 fraction을 제거하고 또한 오래된 지층에서 

유입된 detrital fraction도 분리하여 최종적으로 수산화물이나 풍화에 의해 만들 

어진 점토와 같은 2차 생성광물 fraction을 추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온교환수지를 통과시키는 과정을 포함한 여러 단계의 화학적 전처리과정을 거 

쳐 동위원소를 추출하고 정제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암석표면의 0 , Si과 같은 

안정 원소가 대 기중의 cosmic ray에 의 해 형 성 된 In situ 10Be은 순수한 quartz를 

선택 분별하여 위와 유사한 과정으로 전처리를 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BeO의 

형 태 의 target을 제 작하여 가속질 량분석 기 (AMS)로 분석 하여 야 하며 국내 에 10Be 

을 분석할 수 있는 AMS가 없으므로 외국의 분석기관에 측정을 의뢰하여야 한 

다. 

나. 10Be/Be를 이용한 토양 연대 측정의 원리 

토양이 형성되는 동안 여러 가지 원소들은 토양으로부터 용출되고 침전되 

고 광물 내로 포함되거나 (incorporated) 토양광물 표면이나 유기 성분에 흡착되 

기도 한다. 모암과 C-층의 경계부분인 토양풍화기선 (CjR interface, weathering 

front)는 유기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A-충으로부터 기원한 유기산을 포함한 토 

양수에 의해 모암이 풍화됨에 따라 아래로 진전하게 된다. 토양수 내의 lOBe은 

B-충 내의 토양 공극을 통해 토양풍화기선으로 이동하게 되고 9Be과 두 단계의 

평형과정을 거치게 된다. 첫 번째 평형은 OjA 층에서 산성 토양수 내에서 103 

년 의 time-scale을 가지 고 일 어 나며 (Monaghan et al., 1983) 두 번 째 평 형 은 풍 

화작용에 수반되어 CjR 경계부에서 이차적으로 자생광물이 형성될 때 일어난다. 

따라서 10Be/ Be 비는 좁은 범위 내에서 변화하게 되므로 토양 발달의 좋은 지시 

자로 사용될 수 있다 (Lal et al., 1991). 

이러한 단순화된 모텔에서 보면 하나의 토양층에서 자생광물 내의 10Be/Be 

비를 측정하면 가정 높은 값은 현재 토양광물이 화학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모암 

과 토양 경계면에서 나타나고 가장 작은 값은 B-층의 상부에서 나타내게 된다. 

2차 자생광물 내에서 10Be은 시간에 따라 붕괴하므로 lOBe/Be 비는 시간에 따라 

감소하게 되므로 이것이 토양의 연대 혹은 토양 형성율을 측정하는 기본이 된다. 

여기에서 CjR 경계부를 흐르는 산성 토양수에 존재하는 10Be과 9Be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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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농도가 토양 형성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 장소에서는 시간에 따라 일 

정한 비율， Ro, 을 가졌다고 가정하면 t 시간 이전에 형성된 토양 자생광물 

내의 10Be/ Be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R Ro e- À t라는 관계식을 가지 

고 감소하게 된다 (À 는 lOBe의 붕괴상수). 이 관계식을 토양의 깊이 혹은 

두께와 연대의 관계식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CjR 경계부를 z=O로 하고 상부 

로 갈수록 Z 값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풍화 작용이 아래 방향으로 어느 깊 

이 z에서의 진전됨에 따라 10Be/ Be 비인 R값은 다음의 관계식을 가지고 변 

화한다. 

」빡 = -RÀ 
dt 

찮 = s(t) 

토양 형성율 s(t)，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되며 

t = f (z) 

다음과 같은 깊이-연대의 관계식이 도출된다. 

R (t) = Roe- μ(z) = Roe- A t 

(1) 

(2) 

(3) 

(4) 

여기에서 토양 형성율， s(t)，가 구해진다. 토양 형성율이 일정할 경우 R은 

깊이에 따라 exponential하게 감소하며， sj ι 식 4는 e 값과는 무관하게 변하며 

Ro 값에 주로 의존하게 되며 이 비율은 현재 토양의 형성되는 CjR 경계부에서 

토양수 내의 비율을 분석하게 되면 비교적 정확하게 결정이 가능하다. 또한 9Be 

과 lOBe이 풍화 작용동안 감소하더라도， Ro 비값은 비교적 작은 범위 내에서 변 

화한다고 예상된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토양의 연대는 20% 오차 범위 내에서 

변화한다. 

그러나 상기에서 제시한 모텔은 몇 가지 요인들을 지나치게 단순화 한 경 

향이 있다. 산성 토양수가 흐르면서 오래된 점토광뭄의 재용융하여 R값에 변화 

가 올 수 있으며 Ro값이 평형에 이르기까지는 토양형성과정에 일정 시간이 필요 

하다.Ro 값은 토양의 두께가 증가하면서 토양의 조직/ 구조/ 식생의 변화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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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리학적 변화에 수반되어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위에서 제시한 모텔의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 

다. 여러 다른 기후대에서 다양한 종류의 토양 시료에서 얻어진 결과는 이상의 

폐쇄계 토양 모댈이 토양 연대 측정에 성공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Barg, 1992). 

3. l CJ-se 분석을 위한 시료 전처리 과정 

토양 시 료에 서 각기 다른 토양광물 fraction을 추출하기 위 해 화학적 인 

단계추출 (sequential extraction)을 시도하였다. 기존에는 다양한 토양상 내 

에 9Be과 lOBe의 partitioning을 연구하기 위 해 토양수 (soil water), adsorbed 

fraction (lN H Cl), organic fraction (dilute Schultz solution, 10% NaCI03, 

in 35% HN03), residual fraction (digested with HF for diss이ution)， Fe 

phase (lN saturated oxalic acid), clay phase (sodium bisulfate), aluminum 

phase (20% sodium hydroxide), 그 리 고 detrital phase (concentrated 

hydrofluoric acid and/or mixed acid, HF HN03: HCI04 = 4:4:1) 등 8개 

의 fraction으로 분리하였는데 (Barg et a l., 1997) 본 연구에서는 입도 분석과 

XRD 분석 결과 CSUB-1의 점토광물 양이 소량이었고 preliminary maximum 

age에 대한 정보를 단기간에 얻기 위해 다음의 3개의 fraction으로 분리 추출 

하였다. 1N HCl로 adsorbed fration을， mixed acid로 soluble fraction을 용 

출하였고 나머지 residual fractuon은 hydrofluoric acid로 완전 용해하였다. 

우선 토양 시료 내 절대 lOBe의 농도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특히 고기 

로 예상되는 CSUB-1 시료는 각 50g과 100g을 duplicate으로 처리하였다. 

CSUB-3은 연대가 상대적으로 젊은것으로 예상되어 20g을 처리하였다. 이렇 

게 해서 얻어진 용액은 9Be 농도를 ICP-MS로 분석하기 위해 1/10을 남겨 두 

고 2.5mg의 9Be을 carrier로 첨가한 후 토양에서 기원한 상당량의 양이온을 

제거하기 위해 양이온 이온교화수지를 통과시킨 후 여러 번의 Be(OH)2 침전 

과정과 Boron 제거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9500

C에 산화시켜 BeO로 변환되 

어 (Barg et al., 1997) 미국 Purdue 대학의 AMS 분석실로 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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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Be carrier는 이 전 연 구 (Barg et al., 1997) 에 서 사용 되 었 던 것 이 며 인 도 

New Deli 큰처 지하 200m 깊이 광산에서 채굴된 Beryl에서 BeS04 형태로 

정제된 것으로서 우주방사선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에서도 사용되었다. 10Be/ Be 비는 미국 CAMS, LLNL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Center for AMS) 에 서 이 전 에 분 석 한 결 과 

10-14 이하로 얻어졌다. 

4. 결과 및 해석 

가. 주원소 정량 및 광물결정 정성 분석 결과 

토양 광물의 화학적 용출 과정에 앞서서 시료의 주조성을 결정하기 위해 

기초과학지원연구소 서울분소에 설치 · 가동중인 x-선 형광분석기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를 사용하여 토양 시료를 분석하였다. 이 기기는 분 

광 결정에 의해 특성 X-선의 파장에 따라 분광하는 파장분산방식 (Wave 

Dispersive Spectrometer)이며 분석하고자 하는 각각의 원소를 분광 각도 (2 e)에 

따라 채널을 정하여 한 채널을 측정한 후 다음 채널을 연속해서 측정하는 

sequential type으로 Philips PW1480 model을 사용하였다. X-선 발생부의 최대 

power는 3.0 kW (최대전압 60kV, 최대 전류 75mA)이고 X-선관은 side 

window-type의 M 관을 장착하여 사용하였다 10개의 분석대상 원소는 

instrumental parameter를 조정 하여 분석 적 정 조건을 찾아 분석 되 었으며 시 료는 

200 mesh 이하의 크기로 분말화 되어 약 1.5g을 110 oC에서 건조한 후 950 oC 

에서 태워 무게 차이로 LOI (Loss on Ignition)를 계산하였으며 lithium 

tetraborate를 시료의 5배로 첨가하여 1200 oC에서 유리구 (fused beads)로 제작 

되어 분석되었다. 

계산되어 진 LOI는 CSUB-1과 CSUB-3의 경우 각각 7.7%와 25.5%였다. 후 

자의 경우 상당량의 유기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육안으로도 검은 색의 유기물이 

확인된다. CSUB-1 시료는 silica와 alumina 함량이 일반적인 중성암에서 기원한 

토양의 조성과 유사하나 CSUB-3 시료의 경우 silica 31%와 alumina 39%가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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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제외한 주조성으로 분석되었다 (표 3-5-3). 

X-ray Diffraction 분석 은 Philips Ex'pert MPD 기 종으로 X-ray power 

1.6kW (40kV / 40mA)를 사용하였다. 토양시료는 200 mesh 이하로 wet 

sieving한 후 quartz peak의 간섭 을 없 애 기 위 해 다시 cylinder에 서 낙하속도 

차이에 의해 분리하였다. 분리한 다음 pipetting하여 점토 부분만 골라내어 

slide glass에 소량 wet mounting한 후 상온에서 건조시켜 분석하였다. 

분 석 결 과 CSUB-1 시 료 의 경 우 cristoballite (Si02), quartz (Si02), 

microcline, halloysïte Ah03Si02xH20 , montmorillonite AlSh06(OH)z 동 의 

peak가 발견되었으며 CSUB-3 시료의 경우 점토광물은 amorphous하여 뚜렷 

한 peak가 보이 지 않았고 cristoballite (Si02), quartz (Si02)의 peak만 관찰되 

었다. 

나 9Be과 lOBe 분석 결과 

9Be의 농도는 서울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 Perkin-Elmer 6100 model) 

를 이용하여 각 fraction에서 용출된 용액을 100배로 희석하여 분석하였다. 

시료는 각 3회 분석되어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상대오차 3 0" 는 5% 이내로 

얻어졌다. 

본 연구를 위해 10Be을 분석 의뢰하였던 미국 PRIMR Lab (Purdue rare 

Isotope Measurement Laboratory)은 upgraded FN (nominal 8MV) tandem 

accelerator를 보유 하고 있 으며 여 기 에 는 고 검 출강도의 ion source, 150KV 

injector가 연결되어 있다. 기기의 background 10Be/ Be 값은 5x10-15 으로 계 

산되었다. 

표 3-5-4 에는 9Bel 1OBe, 1OBe/9Be 비의 분석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우 

선 CSUB-1 시 료는 각 50g과 100g을 처 리 하였으며 duplicate 분석 결과 10Be 

농도의 값으로는 각각 0.15 ::t 0.06x108 atoms/ g, 0.14 ::t 0.04x108 atoms/ g이 얻 

어져 약 7%의 분석 오차가 계산되었다. 이는 AMS 분석오차 42% , 29% 에 

비해 무시할 만한 값으로 특히 시료전처리 과정의 재현성이 좋았음을 시사한 

다. 10Be/ Be 비 (x10-1O)는 3.09 ::t 1.30 과 4.04 ::t1.17로 계산되었으며 9Be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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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3 X-선 형광분석기를 이용한 토양 시료의 조성 분석 결과 (3회 연속 

H λ.4 * 1 c;rr 、고:-~f 0 1 slgma) 

CSUB1 
Oxides 

mean 

Si02 59.83 

Fe203 4.93 

Ah03 23.15 

Ti02 0.67 

MnO 0.07 

CaO 0.23 

MgO 1.18 

K20 1.71 

Na20 0 .57 

P205 0.06 

L.O. I. 7.71 

Total 100.11 

Error* 

0.02 

0.00 

0.04 

0.00 

0.00 

0.00 

0.01 

0.01 

0.00 

0.00 

% rel CSUB3 % rel 
Error 

Error* mean Error 

0.04 30.57 0.03 0.11 

0.04 2.94 0.00 0.09 

0.16 37.87 0.03 0.08 

0.34 0.33 0.00 0.47 

2.90 0.04 0.00 2.86 

0.87 0.17 0.00 0.57 

0.64 0.76 0.01 1.32 

0.60 0.43 0.00 0.58 

0.70 0.30 0.00 0.19 

0.00 0.82 0.00 0.14 

25 .52 

9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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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4 수렴 지 역 토양의 9Be, 10Be 농도와 10Be/ Be 동위 원소비 

Sample 
Depth from 

'1Be lUBe (x10Ö 
lUBej 'lBe 

fau1t plane Remarks 
1.D. (ppm) atomsjg) (x10-10

) 

(cm) 

CSUB-1 
CSUB-1A 20 0.73 0.15 ::t 0.06 3.09 ::t 1.30 

duplicate 

CSUB-1 
CSUB-1B 20 0.51 0.14 ::t 0.04 4.04 ::t 1.17 

duplicate 

CSUB-3 71 1.98 13 ::t 0.52 199 ::t 8.0 

1N HCl 
CSUB-3R 71 1.50 19 ::t 0.49 190 ::t 4.9 

leac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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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로 인해 약 24% 오차가 lOBe/Be비 값에서 발생하였다. 평균값은 3.57 :t 

1.89 이다. 이전의 시료전처리 과정에서 설명한 대로 본 연구에서는 연대에 

관한 상한 연령을 우선 구하기 위해 mixed acid extraction을 시도하였으므로 

lOBe과 9Be은 authigenuc soil mineral fration 뿐만 아니 라 오래 된 detrital 

portion에서도 용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CSUB-3 시 료의 1N H Cl adsorbed fraction에 는 mixed acid fraction에 

비교될 만한 상당량의 9Be과 lOBe가 존재하며 이는 기존의 연구와 유사한 결 

과이다 (Barg et al, 1997). 약 2.0x10-8으로 계산된 10Be/ Be 비값은 현생의 

빗물과 함께 유입된 토양수의 값으로 생각되어진다. 

다. 연대 계산 결과 

두 깊이의 토양 profile에서 자생광물 내에 존재하는 lOBe/Be 비와 토양 

두께의 관계식에서 얻어진 기울기를 이용하여 연대 계산이 가능하다. 여기 

에서 A 는 10Be의 붕괴상수 즉 O.693/T1/ 2이다 Tl/2는 lOBe의 반감기 1.5x106 

yr이 다. 따라서 1/ À 는 10Be의 mean life로 216x106 yr이 다 Rm은 시 간 t에 

서의 lOBe/ Be 비이고 Ro는 자생광물이 형성될 당시의 비값이다. 

Rm Roe- Æt 

시간 t는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다. 

t x/s 

여 기 에 서 s=soil formation rate, x=토양의 두께 이 다. 

(2)를 (1) 식 에 치 환하면 

Rm Roe- ÂX
/

s 

따라서 

(1) 

(2) 

(3) 

5 = - À (XrX2)/ (InRxl-lnRx2) = 1/ À (X2-xl)/ln(RxI/Rx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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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식에서 RXl 1.99x10.s (CSUB-3), RX2 = 3.57xlO.10 (CSUB-1)이므 

로 s=3.8 ::t 1 .5x10.scm/yr이고 CSUB-1과 CSUB-3의 연대 차이는 약 1.9 ::t 0.8 

my가 된다 (표 3-5-5). CSUB-3은 다음에 기술하겠지만 0.03 my보다 젊다 

고 보아지므로 CSUB-1의 연대는 약 2 my로 추정된다. 이 연령은 기존의 연 

대 측정 결과와 비교할 때 (K won et al., 1999)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아마도 

단충시기와는 무관하게 오래된 기반암이 이동되어 퇴적된 older transported 

soils로 유추된다. 이전의 시료전처리 과정에서 설명한 대로 본 연구에서는 

연대에 관한 상한 연령을 우선 구하기 위해 mixed acid extraction을 시도하 

였으므로 10Be과 9Be은 authigenic soil mineral fraction 뿐만 아니 라 오래 된 

detrital portion에서도 용출된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10Be/ Be 비가 아주 

낮은 값， 3-4 X 10.10으로 얻어졌다. 또한 본 토양 연대 model에서는 일정한 

퇴적속도로 지층이 형성되었다고 가정하는데 CSUB-l과 CSUB-3 사이에 침식 

작용이 일어났거나 퇴적작용이 중단되었을 경우 여기에서 계산된 soil 

formation rate은 minimum 값을 나타내며 따라서 연대 차이도 줄어드는 결 

과를 가져오게 된다. 예를 들어 CSUB-1과 CSUB-3 층면 사이의 두께가 침식 

혹은 퇴적 중단 작용에 의해 원래 두께 보다 50%만 보존되었다면 CSUB-1의 

연대는 1.0 my 로 계산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soil formation rate 

3.8 :t 1 .5x10.scm/yr는 기존에 연구된 온대지역의 값과 비교되는 수치로 연대 

추정 결과의 신뢰도를 나타낸다 (표 3-5-5). 

자생광물 상에서 측정된 10Be/ Be 비는 위에서 기술한대로 다음의 식으 

로 표현된다. 

Rm Roe. ,l t (1) 

(1)의 식을 시간에 관해서 변환시키면 

ln(Rm/ Ro) = - À t (5) 

t = 1/ À ln(Rm/Ro) = 4.98x106xlog(Rm/Ro) (yrs) (6) 

-115 • 



표 3-5-5 자생 광물의 10Be/Be비 에 근거 한 토양의 형 성 시 기 (Barg et 

al. , 1997). 

Soil 
Thickness of Age of soils Dating 

Fo아rma따tion 
Soil studied A+B methods & 

Rate Inferred Apparent 
(cm) References 

(10-5cmjvr) Age (Ma) Age (Ma) 

Suryum fau1t sediments (this study) 

CSUB-1 3.8 :t 1 .5 71 1.9 :t 0.8 

OSL 
CSUB-3 <0.03 0.03-0.05 

(1) 

Type 1. S1ightly alka1ine soils 

Great 
5.1 :t 2.3 180 3.5:t 1.6 

Valley 
Yugoslavia 

3.2 :t 1.6 80 2.5:t 1.3 
M6 

Type 11. Acidic soils 

Yugoslavia 
6.2 土 1.9 >335 5.4:t 1.7 

M4 

China Hat 4.6 :t 1.7 >300 6.5 :t 3.8 2.5:t 3.0 l멈e (2) 

Type 111 Oxyhydroxide soils 

South geomorpho-
Ma1i 8.4:t 1.8 1200 14 :t 3.0 10 ological 

ferricrite (3) 

Ivory geomo뼈0-1 
Coast 11.1 :t 4.4 1000 9.0 :t 3.6 3 ological 
bauxite (4) 

(1) Kwon et al., 1999; (2) Pavich et al., 1986; (3) Tardy, unpubl.; 
(4) Boulange, unpu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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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0 my 연대의 토양의 경우 R。 값에 50% 의 error7t 있더라도 계 

산된 연대는 약 0.8 my의 오차만이 발생하게 된다. R。 값은 현생 토양환경 

에서 0.5x10.S에서 5x10.S정도의 범위에서 변하고 있다 CSUB-1에서 얻어진 

lOBe/Be 비 는 3.57x10.10이 므로 R。 값을 각 0.5x10갱， 1.0x10.so] 라고 가정 할 때 

5.7와 7.2 my로 연령이 계산되어졌다. CSUB-3의 경우 lOBe/ 9Be 값은 현생의 

토양수와 유사한 범위에 있으므로 lOBe을 이용하여 계산이 가능한 최소연령 

(minimum age estimate)은 lOBe의 반감기 1.5 my의 1/10, 0.15 my에 시 료농 

축 factor 20 (20g을 시료 전처리 하였으므로)을 곱한 값 즉 0.03 my (30 kyr) 

정도로 추정된다. 

-117 -





제 4 장 o o~ ql "7켈료프 
....L.L. -, .?'c c:코 L-

이번 연구에서는 경주와 울산을 잇는 울산 단층대에서 제4기 단충으로 보고 

된 말방y 입실， 원원사 단충과 영덕 지역의 양산 단층대 및 동해안의 수렴 단층 

에서 채취한 단층비지와 업실 단층대의 파쇄대 충진 불석과 탄산염암 맥/ 그리고 

수렴리， 정자리의 신기 퇴적충에 대해 Rb-Sr, K-Ar, U-series 비평형， C-14, Be-10 

퉁동의 방법을 이용하여 연대측정을 시행하였다. 

단충비지의 clay size 함유율은 평균적으로 볼 때 말방/ 수렴 단층에서 낮고 

(28-48%) 입실/ 영덕 단층에서 높다 (최대 81%). 대부분의 시료에서 silt size는 

별로 없고 sand size와 clay size로 구성되는 bimodal distribution을 보인다. x 
선 회절분석에 의하면 단충비지는 점토광불과 석영/ 알바이트I 정장석， 사장석， 

녹염석 동의 결정질 광물로 구성된다. 영덕 지역 양산 단층을 제외한 모든 

단층비지에서 스멕타이트 (smectite) 광물이 주요 점토광물로 산출되며 일라 

이트 (illite)와 캐올리나이트 (kaolinite) 둥이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 

이며 소량 나타난다. 영덕 지역의 양산 단층비지에서는 특정적으로 일라이 

트와 캐올리나이트가 주요점토광물로 확인되며 스멕타이트 광물은 소량 관찰 

된다. 업실 단층비지의 1μm 이하 업자들은 점토광물의 90% 이상이 스멕타이 

트 광물이며 소량의 캐올리나이트를 수반한다. 전자현미분석결과에 의하면 

스멕타이트의 대부분은 전하가 비교적 큰 몬모릴로나이트였다. 원원사 단층 

비지의 점토광물은 70% 이상의 스멕타이트 광불과 약 30% 의 일라이트로 이 

루어져 있다. 스멕타이트 광물은 비교적 큰 전하를 가진 몬모렬로나이트이 

며 국부적으로 일라이트와 혼합되어 있다. 말방 단충비지의 점토광물은 스 

멕타이트/ 질석/ 일라이트/ 캐올리나이트와 IjS (일라이트/스멕타이트 혼합광 

물)가 함유되어 있는 매우 복잡한 광물 조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단층비 

지에서 질석이 확인되는 것은 특기할 사항으로 보여진다. 스멕타이트는 상 

대적으로 낮은 전하량을 가진 몬모렬로나이트였으며 Na을 전혀 함유하지 않 

은 Ca-몬모렬로나이트의 미세한 flake (1μm 내외)가 관찰된다. 수렴 단층비지 

의 점토광물은 80% 이상이 스멕타이트이며 그 외 소량의 엘라이트/ 캐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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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및 IjS가 확인된다. 스멕타이트는 전하량이 낮은 Ca-몬모릴로나이트로 

Na을 전혀 함유하지 않으며 시료 전반에 스멕타이트 flake가 발달해 있다. 

영덕 지역의 양산단층비지에는 1μm이하의 미세한 접토광물이 집중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여타지역의 단층비지 점토광불 조성과는 탈리 40% 의 일라이트/ 

50%내외의 캐올리나이트 및 5% 이하의 스멕타이트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2-5μm， 1-2μm， 1μm 이하의 세 입자 크기로 분리 

된 단충비지 시료에 대해 Rb-Sr, K-Ar 동위원소 분석이 시행되었다. 

말방 단충 CMB-2 시료의 1μm 이하 입자 크기 부분에 대한 산추출 Rb-Sr 

자료는 직선을 비교적 잘 정의하여 189 i:15 Ma의 겉보기 연대와 0.7039 i: 0.0010 

의 87Sr/6Sr 초기치를 나타낸다. 이 연대는 같은 시료에 대한 K-Ar 연대 자료와 

오차 범위 내에서 잘 일치한다. K-Ar 자료는 입자크기가 작아지면서 오래된 연 

령을 나타낸다. 단층대의 기반암을 이루는 경주 지역 화강암의 Rb-Sr 연대 (약 

50 Ma)를 고려할 때 그보다 오랜 겉보기 연대를 단충운동의 시기로 받아드릴 수 

는 없으며 따라서 이번 CMB-2 단충비지의 겉보기 K-Ar, Rb-Sr 자료는 연대의 

의미가 없는 일종의 mixing pseudochron 연대로 판단된다. 

입실 단층 지역 단층비지의 Rb-Sr 동위원소 자료는 같은 노두에서 각각 약 

30 Ma, 23 Ma, 28 Ma의 재현성있는 연대를 보인다는 점y 동위원소비 초기치가 

모암인 경주지역 화강암의 값과 유사하다는 점/ 다른 노두라고 해도 같은 연장의 

단층비지는 같은 연대를 보인다는 점 등으로 판단할 때 mixing pseudochron이 

아닌 isochron을 정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약 50 Ma에 입실 지역의 모암 

인 안산암과 불국사 화강암이 생 성 된 후 대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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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처로 계산되는데 이는 아마도 excess 

Ar의 영향 때문으로 생각된다. 

원원사 단층의 CWW-1, -3 시료의 1μm 이하 크기 부분 산추출 자료는 오차 

범위 내에서 동일한 Rb-Sr 연대를 보이는데 입실 지역의 30 Ma 내외 Rb-Sr 연대 

와도 잘 일치하여 울산 단층대 전반에 걸쳐 30 Ma의 단층활동이 있었음을 시사 

한다. CWW-1, -2, -3 시료의 입자크기별 자료를 모두 점시하면 단층대의 모암 

인 경주 지역 화강암과 비교해서 오차 범위 내에서 잘 일치하는 연대 (49.5i: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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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와 87Srj86Sr 초기치 (0.7048 :t 0.0003)가 얻어진다. 즉 50 Ma에 원원사 단층의 

모암인 화강암이 만들어지고 30 Ma 및 8 Ma 근처에 단층 활동과 열수변질작용 

이 있었지만 단충비지의 전체적인 Rb-Sr 시스템은 교란받지 않았다. 입실 단층 

에서와는 달리 원원사 단층에서 단층 운동 때 단충비지의 전체적인 Rb-Sr 시스 

템이 교란받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단충 운동 및 열수변질작용이 일어났올 때 

의 온도 차이 때문일 것이다. 입실 지역과 마찬가지로 원원사 단충비지의 K-Ar 

자료는 전반적으로 Rb-Sr 자료보다 오래되어 excess Ar의 폰재를 의심하게 한다. 

수렴 단층 지역 CSU-4, -6 시료의 1μm 이하 크기 부분 산추출 자료는 오차 

범위 내에서 동일한 100 Ma 내외의 Rb-Sr 겉보기 연대를 보인다. 또 CSU-4 시 

료는 입자 크기가 작아지면서 산추출물의 Rb-Sr 동시선 각도가 커지는 경향성을 

잘 보인다. K-Ar 자료도 Rb-Sr 자료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며 입자 크기가 커 

지면서 겉보기 연대가 젊어진다. 이는 입자 크기가 작아지면서 동위원소계의 재 

평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열적 사건에 더 민감하고 Ar loss도 더 잘 일어나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정 반대라는 점과 수렴 단충 지역의 모암이 제3기로 추정된 

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수렴 단층의 단충비지에 대한 Rb-Sr 자료는 연대의 

의미가 없는 mixing pseudochron을 정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덕 지역 양산 단충 CYS-2C 시료의 1μm 이하 부분 1M H Cl, 6M 산추출 

자료는 70.8 :t 4.5 Ma에 해 당되 는 Rb-Sr 등시 선 각도와 0.7066 :t 0.0002의 87Sr;S6Sr 

초기치를 보인다. 2-5μm， 1-2μm 입자크기 부분의 동위원소 자료는 1μm 이 

하 부분과 유사하며 1μm 이하 부분 산추출 등시선 주위에서 분산된다. K-Ar 

연대는 입자 크기별로 다소 차이가 나지만 대개 60 Ma 근처로서 Rb-Sr 연대보다 

는 낮아 Ar loss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입실 단충대에서 산출되는 불석맥을 spike를 이용해서 구한 K-Ar 연대측 

정값은 1.62-1.83 Ma의 범위이다. 이 연대는 입실 단층대의 단층비지에 대 

한 ESR 연대와 유사하여 단층 활동이 일어난 후 거의 연속적으로 열수변질 

작용이 일어나 이미 형성되어 있던 파쇄대가 불석맥으로 충진되었을 가능성 

을 시사한다. 2 Ma 이내 젊은 K-Ar 연대 자료의 재현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질량차별지수/ 감도의 변화， spike 양 정량의 문제 I 시료의 불균질성 등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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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실 단충대 의 안산암 파쇄 대 충진 탄산염 암의 234U/38U 방사능비 는 0.94 내 

지 0.95 정도로 균질하다. 쟁U/32Th 방사능비는 54.3 -1037.4 범위로 대단히 높 

고 U/Th 농도비로 환산하면 17.9-341.97} 된다. 한 맥에서 채취한 시료들도 매 

우 불균질한 U/Th 방사능비를 보여 이들이 cm 규모에서도 U/Th 방사능비에 

있어 불균질함을 알 수 있다. 개별 시료의 경렌h/쟁U 방사능비는 두 시료 정도 

를 제외하고는 대개 1 근처로서 거의 시차평형에 도달해 있다 authigenic 

fraction의 234U/238U 방사능비 로 해 석 되 는 234U/영~h-잉8U/경~ 그 림 의 각도는 

0.9494 (R2=0.9999)로 잘 정 의 되 지 만 때Th/영칸h_234U/강칸h 그 림 의 각도는 1.0926 

(R2=0.973)로서 분산 정 도가 심 하다. 계 산된 authigenic fraction의 잉밤h/234U 

(=1.0926) 역시 이들 시료들이 234U_잉αTh 시차평형에 도달해 있다는 점을 지시한 

다. 때Th/영~_234U/잉~ 그림의 자료 분산은 아마도 234U의 유동 때문으로 보 

인다. 이번 실험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업실 단층대 파쇄대를 충진한 탄산염암 

맥의 생성 시기는 시차평형을 이루는 데 필요한 시간 즉 40만년 이상이라고 해 

석된다. 따라서 입실 단층 파쇄대의 형성 시기 또한 최소 40만년 이상으로 판단 

되며 이러한 결론은 기존에 보고된 입실 단층대 단층비지의 ESR 연대가 대개 

110만년， 160만년 및 170만년 정도인 점과 부합된다. 

정자리의 하부 유기점토층에서 채취한 시료의 C-14 연대는 31,250 :t 330년y 상 

부 유기점토층에서 채취한 시료의 C-14 연대는 42,300 :t 1300년이다. 그러나 

C-14 시료를 채취한 두 매의 유기토양층은 거리가 80-100cm로 매우 가까울 뿐만 

아니라 서로 조화적이며 역전의 증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부층이 오래된 층 

임에 분명하다. C-14 분석을 의뢰한 하부 유기접토에는 무수히 많은 현생식물의 

뿌리와 줄기가 들어있어 연대가 층서적 순서와 맞지 않는데 대하여 하부 유기점 

토층에 대한 recent contamination을 의섬할 수 있다. 실험 과정에 있어서 현생 

식물의 잔뿌리를 깨끗이 제거하였다고 하나 토양의 유기산에 의해 이미 화학적 

으로 분해된 recent C-14은 묻리적인 방법으로 분리될 수 없으며 확산이나 파쇄 

대를 따른 이동에 의해 유동될 수 있다. 연대가 상대적으로 젊게 나온 하부 시 

료는 상부 시료에 비해 현생 식뭉의 줄기나 잔뿌리가 월등히 많다. 그 외에 연 

대 자료가 상하층의 순서와 맞지 않는데 대하여 지진/ 사태/ 생불 직용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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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층의 교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각 유기점토층의 연장성이 매우 좋고 약 

80-100cm의 간격을 가지고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평행하게 발달되어 있는 점으 

로 보아 이러한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지하수에 의한 유기점토 수용성 부 

분의 이동과 속성작용중의 탄소의 유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재의 자료 

로는 이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Õ13C 값으로 보아 상부 유기점토는 육성층에 가 

깝고 하부 유기점토는 해성층에 가깝기 때문에 상부 유기점토의 경우 오래된 육 

상 생물체의 유해가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연구에서 C-14 연대를 측 

정한 노두에서는 파도의 영향이 심한 해안단구층에서 보기 힘든 세립질의 silt층 

이 협재되어 있고 포함된 자갈들의 분급이 매우 불량하며 angular 또는 

subangular한 역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해성층이 융기하고 난 후에 이를 덮은 

육성충일 가능성을 높다. 탄소 동위원소 자료도 그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 수렴 단층에 의해 잘린 단층 상반 토양 profile의 10Be/ Be 비와 토양 두 

께의 관계식에서 얻어진 토양형성율 (soil formation rate) s=3.8 :i: 

1.5x10-5cm/yr이고 하부 토양 CSUB-1과 상부 토양 CSUB-3의 연대 차이는 

약 1.9 :i: O.8 my가 된 다 10Be/Be 값 (약 2 X 10-8)으로 볼 때 CSUB-3은 

0.03 my보다 젊다고 보아지므로 CSUB-1의 연대는 약 2 my로 추정된다. 이 

연령은 기존의 OSL 연대 측정 결과와 비교할 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아마 

도 단충시기와는 무관하게 오래된 기반암이 이동되어 퇴적된 older 

transported soils로 유추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대에 관한 상한 연령을 우선 

구하기 위 해 mixed acid extraction을 시 도하였으므로 10Be과 9Be은 

authigenic soil mineral fraction 뿐 만 아 니 라 오 래 된 detrital portion에 서 도 

용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토양 연대 model에서는 일정한 퇴적속도 

로 지층이 형성되었다고 가정하는데 CSUB-1과 CSUB-3 사이에 침식작용이 

일어났거나 퇴적작용이 중단되었을 경우 여기에서 계산된 토양형성율은 최소 

값을 나타내며 따라서 연대 차이도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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