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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단층과 지층에 대한 연대측정 및 분석법 정립 

11.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활성단층 연구를 포함한 제4기 연구 분야의 역사는 매우 

일천하다. 최근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연대측정이 가능한 방법이 한 두 항목 

에 그쳤었고 주로 외국 분석기관에 의존하여 생산된 결과를 검증 없이 받아 

드림으로써 과학적 해석에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이 과제의 연차적인 수행 

을 통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OSL, MC ICP-MS , 강원대학교의 ESR 
등 제4기 연대측정 분석기자재를 이용한 자료 생산이 가능해져 활성단층에 

대한 정량적 문제접근 방식이 어느 정도 확립되었다. 그러나 제471 연대측정 

의 상당 부분이 세계적으로도 체계적으로 완성된 분야는 아니라는 점과 우 

리나라의 고유한 지질학적 환경을 활성단층 문제해석에 접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즉 이 과제의 기 수행을 통해 얻어진 

월성， 고리원전 지역 자료로 활성단층을 포함한 선기지체운동이 큰 규모에서 

는 이해되고 았으나 실제 공정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 

는 보다 세멸하고 정교한 연대측정 자료가 팔요하며 그를 위한 분석법 개발 

도 계속적으로 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위탁과제의 최종적인 연구 목표는 원전 부지 인근 제4기층과 주요 

신기 단층에 대한 연대측정 결과를 얻고 선도적으로 관련 분석법을 개발하 

는 것이다. 

111.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이번 위탁과제의 연구개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울진원전 인근 단층암에 대한 Rb-Sr, K-Ar 연대측정 

· 울진원전 주변 기반암에 대한 지구화학적 연구 

· 월성원전 인근 해안단구층에 대한 연대측정 자료 점검， 선뢰도 평가 

· 테프라 연대측정 분석법 개발 



· 석영에 대한 Isothennal TL 연대측정 가능성 검토 

IV.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연구개발 결과를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울진 6호기 공사장에서 발견된 단층대 단층암 10 시료의 Rb-Sr, K-Ar 

자료를 재검토하고 추가적으로 4 지점의 단층비지를 분석하여 백악기 말 -

제3기 초에 이르는 단층운동 시기를 얻었음. 이들 자료는 재현성이 우수하고 

지질학적인 관찰결과와 잘 부합됨. 

2) 호산리층， 분천화강편암암， 흑운모화강편마암， 홍제사화강암 등 울진원전 

인근에 분포하는 선캠브리아기 기반암의 화학분석 자료와 Rb-Sr, Sm-Nd, 

Pb 동위원소 분석결과를 얻어 영남육괴 북동부 지역의 지구조적인 진화과정 

을 밝힘. 이들 기반암류는 대체적으로 19억년 내외에 가장 중요한 변성작용 

을 겪었으며 기원물질로는 기존에 존재하던 지각에 신선한 맨틀물질이 일부 

유입되어 흔합된 양상을 보임. 약 20억년의 변성작용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콜롬비아 초대륙의 생성과 연관된 것 

임. 

3) 수렴단층에서 채취한 제471 퇴적층의 OSL 연대측정 결과를 재검토하였 

음.4 시료는 68，000에서 92，000년 범위의 OSL 연대측정 결과를 보이지만 이 

는 현재수분함량을 기준으로 한 자료이며 원래 퇴적 시기는 이보다 더 오래 

된 것으로 판단됨. 이 시료들은 극심하게 풍화되어 원래 공극을 풍화산물인 

접토가 충진하여 현재 포화수분함량도 과거 해변에서 퇴적되던 당시의 포화 

수분함량보다 낮게 측정될 것임. 따라서 수렴단층에 의해 절단된 해빈층의 

최소 퇴적 시기는 68，000년으로 제한됨. 약 18m 고도의 소위 제2단구의 OSL 

연대 (48，000년 - 71 ，000년)도 이러한 수분함량 문제가 있으나 연대가 측정된 

시료와 현재 해변의 모래층을 대상으로 점겸한 결과 최대 20% 정도만 젊게 

측정되어 원래 퇴적 시기는 MIS(marÎne isotopic stage) 5a에 해당되는 

80，000년 내외일 것으로 판단됨. 2단구의 80，000년 연대를 기준으로 단구의 

고도를 일정한 융기율로 맞추면 수렴단층이 분포하는 제3단구의 형성 시기 

는 MIS 5e에 해당되는 125，000년 전으로 판단됨. 수렴단층 지역의 후기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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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토세 융기율은 0.266 m/ka로 이때까지 정량적인 자료 없이 짐작되던 약 

0.1 m/ka보다 높아 월성 블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지구조적으로 활발 

한 지역임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점은 제4기 단층이 특히 월성 블럭에서 선 

택적으로 발견되는 점과 잘 부합됨. 

4) 테프라는 화산에서 분출된 모든 화성 쇄설물(pyroclastic)을 통칭하는 말 

로서， 마그마 가스의 폭발과 함께 대기 중에 분출되어 이동함. 화산 폭발과

동시에 분출한 테프라(화산재)는 대기의 흐름에 의해 수 일 내로 수천 km 

까지 이동하여 퇴적되는데 건층으로서의 층서대비와 테프라 층의 연대 결정 

에 중요함. 테프라는 부석 화산유리 결정질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야외조사 

를 통해 얻어진 테프라 시료는 실내에서 분리， 세척의 단계를 거쳐야 함. 세 

척된 테프라는 쌍안현미경， 편광현미경， 전자현미경 등을 통해 감정되어지고， 

화산유리， 결정질의 화학분석 연대측정을 통하여 그 기원을 유추할 수 었음. 

테프라는 마그마의 물리적 화학적 특정을 규명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층대비， 지형발달 순서결정 연대결정에 활용됨. 

5) 일반적으로 석영의 OSL 선호로부터 만드는 성장곡선들은 250 - 350 Gy 

범위에서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며 따라서 예외적으로 연간선량이 낮지 않으 

면 200 -250 ka보다 오래된 연대를 측정하기는 어려움. 이번 연구기간동안 

석영의 isothermal TL을 이용한 등가선량 측정 과정 중에 350Gy 내외에서 

포화되는 OSL 성장곡션과는 달리 1000Gy 이상 계속 증가하는 성장곡선을 

관찰하였음. 86Gy와 430Gy에서 측정된 recycling ratio는 각각 0.96, 1.01로서 

건전하였고 거의 0%에 가까운 recuperation을 보였음. 이러한 결과로부터 석 

영의 OSL로는 측정이 불가능한 400Gy 이상의 등가션량을 isothermal TL 

피크를 이용하여 높은 신뢰도로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이번 과제에서 밝혀진 연대측정 결과는 울진， 월성 지역에 분포하는 단층 

의 운동 시기 규명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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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 Project Title 

Age Determination and Development of Experimental Methods for Quaternary 

Fault and Formation 

11.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history of Neotectonic studies is not long in Korea. Until comparatively 

lately, most of Korean Quaternary researches were dependent upon few 

dating results from foreign laboratories, which gave rise to limited, and 

sometimes incorrect interpretations on the time scale of Quaternary geologic 

events. Fortunately the basic framework of the time scale has been 

established for presumed Quaternary tectonic sources near the sites of 

nuclear power plants in southeastern Korea using an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reader and a multiple collector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 at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and an electron spin resonance 

spectrometer i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in the course of conducting this 

project for the last four years. At this time, however, we still have many 

unresolved geochronological issues resulted from large uncertainties and lack 

of geologic context in some dating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erefore more 

precise age data together with development of experimental methods are 

essentially needed before final decision for the seismic safety of the site of 

Korean nuclear power plants can be made. The final goal of this project 

includes age determination of Quaternary and geologic faults near the site of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and development of laboratory techniques for 

Quaternary geochronology. 

111.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dating materials of this report were collected near the site of Uljin 

and Wolseong nuclear power plants. This report includes the following 

research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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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b-Sr and K-Ar dating of fault rocks from the site of Uljin nuclear power 

plants 

. Elemental and isotopic geochemistry of Precambrian basement rocks near 

the site of Uljin nuclear power plants 

. Evaluation of previous dating res비ts for the site of Wolseong nuclear power 

plants 

. Laboratory techniques of tephrochronology 

. The possibility of isothermal thermoluminescence dating of quartz 

IV. Results and Recommendations for Application 

1) Late Cretaceous to Early Tertiary movement ages were constrained by 

Rb-Sr and K-Ar dating of fault rocks near the Uljin nuclear power plants. 

These ages are well reproducible and consistent with geologic context. 

2) T ectonic evolution of the northeastern Yeongnam massif, the site of the 

Uljin nuclear power plants, was investigated on the basis of Rb-Sr, Sm-Nd 

and Pb isotopic systematics and chemical composition of Precambrian 

basement rocks including the Hosanri Formation, Buncheon granite gneiss, 

biotite granite gneiss, and Hongjesa granite. The recycled crustal materials 

were admixed with the fresh mantle input in the source of these basement 

rocks. They have experienced an peak metamorphism at about 1.9Ga, which 

is a global event related with the formation of the supercontinent Columbia. 

3) Several emergent flights of erosional marine terraces are recognized along 

the middle part of southeastern Korea. The single aliquot regenerative-dose 

protocol yielded quartz optical ages ranging from 92:!: 11 to 68:!:4 ka for sandy 

gravel layers collected from the Suryum site where Quaternary fa비ts crosscut 

the Qba, c. 45 m paleoshoreline. Our data, however, neither show an internal 

consistency in stratigraphic order nor match the expected timing of emergent 

interglacial high sea stands. We consider this is mostly caused by the 

variation of water content in the measured samples. The optical ages, in this 

case, represent the younger limit of sedimentation timing because they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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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y based upon the present-day water content. Also, the lower, Qt2 terrace 

at about 18 m elevation is correlated with marine isotopic stage (MIS) 5a, 

although its apparent optical age was consistently reported from 71 to 48 ka. 

Correlation of shoreline elevations indicates the correspondence of the Qt3a 

terrace to MIS 5e, which is supported by stratigraphically concordant optical 

ages for aeolian sand dunes at the north of the Suryum site. This time scale 

yields an uplift rate of 0.266 m/ka, requiring the revision of conventional view 

that the Korean peninsula is tectonically very stable. 

4) Tephra is the term used for all pyroclastic materials that are erupted from 

a volcanic vent, and travel at least in part through the ai r. Tephra can be 

excellent stratigraphic marker and often provides both correlated and direct 

numerical age constraints for associated deposits, because tephra is 

commonly emplaced within a short time after eruption - often within a few 

hours or days. The tephra samples, composed of pumice, volcanic glass, and 

mineral crystals, is separated and washed in the laboratory. The remnants 

after washing are used for chemical analyses and age determination to 

understand the origin of tephra. Using the tephra, we can figure out 1 )the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of magma, 2)the stratigraphic sequence, 

3)geomorphologic development sequences, and 4)the age of tephra layers. 

Recently, the tephrochronology has been applied to studies on the recurrence 

interval of earthquake, active faults or suspected active faults. 

5) Recently, the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OSL) from quartz has been 

widely applied to date Quaternary sediments. However, in some cases, the 

OSL ages are limited by the saturation level of dose response growth curve 

built up using the OSL signal from quartz samples. Particularly, dating 

samples older than 150ka has been almost impossible, unless the annual 

dose from the surrounding sediments is unusually low. We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of using quartz isothermal TL signal in dating sediments from 

various depositional environments, and several features of quartz isothermal 

TL are discussed in detail. In the course of this study, we observed 

monotonica"y decaying luminescence signals from quartz samples held at 

3100 C. Dose recovery test was performed in order to examine the reliabil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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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procedure for the equivalent dose estimation using quartz isothermal 

TL. The equivalent dose values obtained by the new procedure were then 

compared to those values by the conventional SAR OSL. 

The above data provide critical scientific bases for active tectonics study 

and constructing public facili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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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언 

우리나라에서 활성단층 연구를 포함한 제4기(지금부터 약 200만년전까지 

의 시간단위) 연구분야의 역사는 매우 일천하다. 이 과제의 수행 이전에는 

국내에서 연대측정이 가능한 방법이 한 두 항목에 그쳤었고 주로 외국 분석 

기관에 의존하여 생산된 결과를 검증 없이 받아드림으로써 과학적 해석에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이 과제의 수행을 통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OSL, MC ICP-MS, 강원대학교의 ESR 등 제4기 연대측정 분석기자재를 이 

용한 자료 생산이 가능해져 활성단층에 대한 정량적 문제접근 방식이 어느 

정도 확립되었다. 그러나 제4기 연구분야가 세계적으로도 체계적으로 완성된 

분야는 아니라는 점과 우리나라의 고유한 지질학적 환경을 활성단층 문제해 

석에 접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즉 이 과제의 

기 수행을 통해 얻어진 월성 고리원전 지역 자료로 활성단층을 포함한 신기 

지체운동이 큰 규모에서는 이해되고 있으나 실제 공정 문제에 적용될 수 있 

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연대측정 자료가 필요하며 

그를 위한 분석법 개발도 계속적으로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원전 등 국가기반시설의 지진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에 투 

자하는 경비는 그 연구가 미진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공정상의 문제점을 

생각할 때 결코 소홀하게 취급될 수 없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초 미국 캘리 

포니아 북부 Bodega Bay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공사가 진행되던 중 발 
견된 단층의 활성가능성 여부에 대한 논란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어 수백만 

달러의 예산이 낭비되었으며 1979년 캘리포니아 Aubum지역의 댐 공사 중 

발견된 단층의 활동가능성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어 약 2억 달러 이상의 예 

산이 낭비된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활성단층의 논란이 었는 지역에 

이미 원전이 가동 중이며 추가적인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활성단 

층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있어야만 공정상의 문 

제 발생과 추가 경비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연구를 통해 

축적된 기술은 향후 국가적인 시설의 건설에 중요한 know-how로 작용함으 

로써 이때까지 주로 선진국에 의존하던 컨설팅 경비나 분석경비를 절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실제 이 연구의 전 단계 추진을 통해 연대측정을 위 

한 분석기술은 크게 진보되었으며 같은 결과를 외국에 의존하여 얻으려고 

하였을 경우 훨씬 더 많은 경비의 지출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차기 단계 과제 추진을 통해 더 세분화되고 깊이가 더해져 원전을 포함한 

국가기반시설의 확충에 경제적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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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거대 기반시설인 원전의 지진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재난의 가능 

성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국민의 큰 관심대상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월성 

원전 인근 지역에서 지질학적으로 가장 젊은 제4기에 활동한 흔적이 있는 

단층이 다수 발견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활성단층에 대한 논 

란은 충실한 과학적 자료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으며 이는 대국민 홍보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 연구과제가 시작된 시점에서는 제4기 

추정단층이 발견되었을 뿐 그 활동 시기나 지체운동의 성격이 명확하게 밝 

혀지지 않았었다. 이 과제의 L 2단계 수행을 통해 원전 인근의 제4기 단층 

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축적됨으로써 원전의 지진 안전성에 대한 지질학적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그러나 활성단층 문제가 국가 

적 문제라는 점에 주목할 때 좀 더 정밀하고 세분된 연대측정 자료의 생산 

이 추가되어야만 원전의 지진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단층 활동시기 측정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제371 이전의 고기 단층 

과 이번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신기 단층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 

다. 고기 단층에 대해서는 K-Ar법과 Rb-Sr법을 주로 이용하여 단층대 주변 

암 및 단층비지 등의 연대를 측정하고 야외 관계(주로 끊고 끊기는 관계)를 

같이 고려하여 단층대의 생성 및 활성 시기를 해석하는데 주안점이 있었다. 

반면에 신기 단층이나 파쇄대에 대해서는 단층비지를 이용한 ESR(Electron 

Spin Resonance) 연대측정법， 단층면에 대한 우주기원 노출연대 측정법 

(Be-10, Cl-36) , 단층에 의해 잘리거나 단층을 덮은 퇴적층에 대한 

OSL( Optically Stimulated Lurninescence) 연 대 측정 법 및 우주기 원 핵 종 연 대 

측정법 (Be-10， Al-26, C-14) 등에 의존하여 단층의 활동 시기를 직간접적으 

로 측정하거나 파쇄 후 바로 충진된 것으로 생각되는 물질 (infilling materiaD 

을 연대 측정하려는 시도(예를 들어 방해석에 대한 U-series 비평형 연대측 

정， 또는 맥암에 대한 K-Ar 연대측정)가 수행되어 왔다. 그러한 차이는 본질 

적으로 제3기 이전의 지질 연대와 제471 연대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적용되 

는 방법과 대상 물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석 기법과 기기의 발달로 

K-Ar, U-Pb, Rb-Sr법과 같이 고기 단층의 연대 측정에 주로 사용되던 방 

법도 신기 단층 활동의 시기를 추정하는데 잠재적으로 중요할 수 있게 되었 

다. 지질 시료에 대한 U, Th 계열 비평형 연대 측정법은 고전적인 방법 중 

의 하나로 이미 방법론적 검토가 상당 부분 끝난 상태지만 지질학적으로 젊 

은 단층대에 대한 연대 측정에 있어서는 성공적인 연구 결과가 드물다. 그는 

기본적으로 U 딸핵종들의 유동성 및 초기 detrital fraction에 대한 보정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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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웅 때문이다. 그러나 탄산염암에 대해서는 TSD( total sarnple diss이ution) 

와 같은 실험적인 조절을 거치게 되면 의미 있는 결과들을 얻을 수도 었다 

고 보고되어 있다.OSL법으로 제4기 퇴적층의 퇴적 시기를 밝혀 단층운동시 

기의 상하한을 알아낼 수 있으며 최근에는 한 개의 입자를 이용하는 single 

grain technique이 개발되었다. 

전 단계에서는 연구지역인 한반도 동남부 월성 고리 원전 인근에서 발견 

된 제471 추정단층과 해안단구 퇴적층에 대해 연대측정 결과를 얻었다. 구체 

적인 연대측정의 대상물질은 노두마다 다르며 단층비지 신기 퇴적층이나 퇴 

적층 사이에 협재된 유기물질 탄산염암이나 맥암을 비롯한 단층 파쇄대 충 

진물질， 해안단구 퇴적층 둥이 해당된다. 양산단층， 울산단층， 동남해안 단층 

과 해안단구층 등으로 나누어 연대측정을 시행하였다. 

단층비지와 맥암의 Rb-Sr 자료를 기초로 할 경우 양산단층대의 단층운동 

시기는 80 - 95 Ma, 70Ma, 5OMa, 30Ma, 23Ma 내외에서 인지되며 울산단층 

대의 경우 40Ma, 30Ma, 23Ma 내외에 집중된다. 그리고 일부 노두(오어사， 

장항리， 원원사)에서 10Ma 이내의 비교적 젊은 Rb-Sr 연대가 측정되었다. 

동남해안의 해안단구 퇴적층에 대한 전단계의 OSL. C-14 연대측정 결과를 

종합하면 소위 제2단구의 OSL 연대는 50.000-70.000년 정도로 여러 노두에 

서 잘 확인되며 이 연대는 정자 지역의 C-14 자료에 의해서도 잘 지지된다. 

수분함량의 변화를 고려하면 2단구 해빈층의 퇴적시기가 MIS 5a에 해당된 

다고 생각된다. 월성원전 인근의 제3단구 퇴적층 대표적으로 수렴에서는 매 

우 분산된 결과를 얻었으나 SAR 실험과정의 cut-heat 온도를 2200C로 조절 

하면 현재 수분 기준으로 68:t8. 75:t8. 92:t22 ka의 층서에 잘 부합되는 OSL 

연대를 얻었으며 수분함량에 따라 최대 103ka의 연대가 구해진다. 이 결과와 

2단구의 OSL 연대 홍해 용한리 고사구 OSL 연대 및 고리원전 지역 왜성 

OSL 자료를 종합할 때 3단구는 MIS 5e에 해당되는 최후 간빙기 해빈층일 

가능성이 높다. 전단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적어도 지표에서 확인된 단층 

노두를 기준으로 할 경우 50.000년 이내의 단층운동 시기는 월성 원전 인근 

지역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월성지역에 비해 고리 지역에서 2단구와 3단구의 

고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이 과제가 수행되기 시작했던 시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연 

대측정 기술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단층암의 Rb-Sr. K-Ar 분석 자료는 그 

당시부터 얻을 수 있었으나 과제 수행을 통해 실험해 본 바로는 이 방법으 

로 단층의 최후 활동시기를 얻지 못함은 물론 단층활동의 시작시점을 알아 

내는 것 역시 쉽지 않았다. 이는 연구지역의 단층암이 양이온의 입， 출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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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결정구조를 가지는 스멕타이트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 제4기 동안 

의 지표 단층운동에 의해 Rb-Sr, K-Ar 시스템이 reset되기 어려우며 excess 

Ar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다.OSL법의 경우 이 과제의 수행을 통해 통상 

적인 자료 획득은 충분히 가능해졌지만 퇴적 당시의 조건， 즉 햇빛에 노출된 

시간에 따른 업자별 자연축적선량의 분포， OSL 선호가 매우 낮은 시료의 처 

리， 일부 시료에서 보이는 열전처리온도변화에 따른 겉보기 자연축적선량의 

증가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U계열 비평형법은 일부 탄산염암을 대 

상으로 자료가 얻어졌지만 대부분의 경우 U 농도가 극히 낮아 향후 MC 

ICP-MS의 감도를 극대화시키고 실험의 바닥값을 낮추는 것이 꼭 필요하다. 

C-14법의 경우 실험실에서의 분리， 정제 과정이 기기를 이용한 측정 못지않 

게 매우 중요한데 이는 특히 다양한 종류의 유기물로 이루어진 토탄층을 대 

상으로 할 때 매우 중요하다. 또한 최근 보고되고 있는 테프라 연대측정법 

결과를 검증하고 새로운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연대측정사업은 원전부지의 연대측정 자료를 생산함과 함께 분석 

법 개발을 양대 축으로 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거의 무의 상태에서 시 

작되었던 과제 시작시점과는 달리 현재에는 상당한 연대측정의 기반이 갖추 

어져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향후에는 이때까지의 연대측정 결과를 새로이 

검증하고 울진， 영광 원전부지에서도 신뢰성 있는 연대자료가 생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펀 분석법 개발은 연대측정 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때까지 생산된 자료의 

양이나 질로 보아 향후 개발될 분석법과 연대측정 자료의 생산에 대한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 보고서는 2003년 4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계획된 위탁과제의 1차년도 

연구결과로서 울진원전 인근의 단층암에 대한 Rb-Sr, K-Ar 연대측정， 울진 

원전 주변 선캠브리아기 기반암의 Rb-Sr, Sm-Nd, Pb 동위원소적 특정과 

화학조성의 변화， 월성원전 언근 해안단구층에 대한 연대측정 자료 점검 및 

신뢰도 평가， 테프라 연대측정 분석법 개발， 석영에 대한 Isothermal TL 연 

대측정 가능성 검토 등의 내용을 다루고 았으며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차기 

년도에 계속적인 연구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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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울진원전 주변 단층암에 대한 Rb-Sr, K-Ar 

연대측정 

제 1 절 연구 배경 

단층운동 때의 파쇄작용과 이후의 열수변질작용에 의해 Rb, K을 함유하 

는 새로운 자생광물(authigenic mineraD이 만들어지거나 기존 광물의 Rb-Sr, 

K-Ar 시스템이 재평형에 도달할 경우 단층운동의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단층운동 동안의 기계적인 파쇄작용에 의해 잘게 부서진 암석은 공극율이 

높아지고 열수의 유입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쉽게 자생적인 점토광물로 변한 

다. 단층비지 점토광물에 대한 K-Ar, Rb-Sr 연대측정 결과는 열수변질작용 

의 시기를 정의하는 것이지만 파쇄작용과 열수변질의 시기가 지질학적으로 

거의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에 단층운동의 시기를 지시할 수 있는 것이다 

(Lyons and Snellenburg, 1971). 단층비 지 에 대 한 의 미 있는 K-Ar, Rb-Sr 

연대측정은 사실상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주로 자생적인 점토광물만 분리 

하기가 어렵다는 점， 원래 존재하던 방사기원 물질(inherited radiogenic 

component), 그리고 이차적인 변질에 의한 원소의 유동 때문이다(Noller et 

al., 2000). 그러나 지질시대 단층의 경우 시료를 적절하게 선택하고 실험적인 

조절을 거칠 경우 단층비지의 Rb-Sr, K-Ar 연대를 성공적으로 측정한 예가 

많이 있다(사공희 외， 1998; Kralik et al., 1987; 1992; Tan하m et al., 1995). 

이번 연구과제에서는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 지역에 분포하는 선캠브 

리아기 변성암을 모암으로 발달된 단층들의 단층비지와 맥암의 연대를 

Rb-Sr, K-Ar법으로 측정하여 단층 운동의 시기를 밝히고자 한다. 

제 2 절 시료 채취 

조사 지역은 선캠브리아기의 변성퇴적암류인 호산리층과 이를 관입한 분 

천화강펀마암 및 흑운모화강펀암암 홍제사화강암 등으로 주 구성된다(김용 

준과 이대성， 1983; 이종혁 외 1993; 그림 2-1). 조사지역의 지질 개요에 대 

해서는 제 3 장에 기술하였다. 

조사 지역에 발달된 단층대에서 10개의 단층비지 시료와 2개의 맥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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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채취하였다. 편의상 1-1, 2-2, 2-3, 3N-2, 3S-1 , 3S-2 등 6점의 단층비 

지 시료와 2-5, 3N-6 등 2점의 맥암이 채취된 3조의 단층 중 북서 방향의 

단층을 제 1단층， 그를 절단하며 발달하는 북동 방향의 단층을 제 2단층， 북 

북동-남남서 방향으로 발달된 단층을 제 3단층으로 부르기로 한다(그림 

2-1B). 그리고 제 3단층의 경우 북쪽방향 노두를 3N 노두， 남쪽 방향 노두를 

3S 노두로 지칭한다. 제 2단층과 제 3단층은 정단층 성질의 우수향 주향이동 

단층 성격을 보이며 제 3단층의 수직변위는 약 15m 정도로 추정된다. 

제 1단층 단층변의 주향과 경사는 N500W / 40om:이고， 약 10-30cm 두께 

의 단층비지는 암회색에서 흑색을 띤다(시료 1-1; 그림 2-2). 상반과 하반은 

규장암 암맥으로 구성되어 었다. 이 단층은 제 2단층에 의해 절단되어 있어 

(그림 2-2) 상대적으로 고기의 단층임을 알 수 있다. 

제 2단층은 호산리층과 분천화강편마암의 경계부에 발달하는데 단층 노 

두의 동쪽 방향으로는 호산리층의 변성퇴적암류가， 그리고 서쪽 방향으로는 

분천화강펀마암이 분포한다. 전체 단층암대의 폭은 약 2.4m이고 양쪽 경계부 

에 단층비지띠가 발달되어 있다(그림 2-3). 단층면의 주향과 경사는 

N60~/750SE이며 동쪽에 있는 단층비지띠 (시료 2-2; 그림 2-3)에는 1-2cm 

크기의 규장암 암편이 포함되어 있다. 단층대의 동쪽 경계에 탄산염 암맥이 

파쇄대를 충진하고 있다(그림 2-3의 B). 주 단층암대에는 파쇄엽리 

(cataclastic foliation)가 잘 발달된 전단띠 가 부분적 으로 발달되 어 있다. 전단 

띠의 방향은 N30~/400SE이다. 서쪽에 나타나는 단층비지(시료 2-3; 그림 

2-3)는 1-2cm 폭으로 규장암과 접하여 산출된다. 이 접촉면(단층면)은 매우 

명확하여 단층에 의해 잘린 규장암 암맥(시료 2-5; 그림 2-3)이 상대적으로 

고기임을 알 수 있다. 

제 3단층 3N 노두 전체 단층대의 폭은 약 2.5m 정도이고 단층면의 주향 

과 경사는 NS/59~이다(그림 2-4). 단층의 하반은 암녹색을 띠는 고화된 단 

층각력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층비지는 암녹회색을 띠며 2-6cm 폭으로 

산출된다(시료 3N-2; 그림 2-4). 이 단층면에서는 비교적 뚜렷한 선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데 선주향(trend)과 선경사(plunge)는 0550/55。이다. 단층각력 

암의 폭은 약 170cm 정도로 주로 우백질 화강암질 펀마암의 암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기질부에는 단층면과 평행하게 y-전단띠가 발달한다. 이 단층 

각력암대는 동쪽으로 규장암 암맥(시료 3N-6; 그림 2-4)과 접하고 있으며 

접촉면에는 4-9cm 폭으로 황독색의 단층비지띠가 발달되어 있다. 규장암 

암맥과 단층대의 동쪽 방향 모암인 호상편마암 사이에는 폭 1cm 미만의 앓 

은 단층비지띠가 발달되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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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제 2단층 노두 사진과 시료 채취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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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제 3단층 북쪽사면 노두 사진과 시료 채취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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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단층 3S 노두 단층면의 주향과 경사는 N26OW/64~로 3N 노두에 

비해 주향이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 었다(그립 2-5). 하반은 호산리층으로 되 

어 있으며， 상반은 우백질 화강암질 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었다. 단층비지는 

암녹회색에서 암자색을 띠며 6-15cm 폭으로 산출된다(시료 3S-1; 그림 

2-5). 단층각력암대는 25-30cm 폭으로 담녹색을 보인다. 이 노두 상부 단층 

면의 단층비지(시료 3S-2; 그림 2-5)에서 3N 노두에서 측정한 선구조의 방 

향과 유사한 선구조(0640/550)가 잘 관찰된다. 

그 외 4 지점에서 단층비지 시료가 채취되었는데 그 위치는 그림 2-1과 

같다. UJ-1 시료는 분천화강펀마암을 모암으로 하는 N68OW/80~E 방향의 

단층대에서 채취하였다(3'f06 ’ 01.6" / 129022'28.2", 그림 2-6). UJ-2 시료는 

변성퇴적암류가 모암으로 방향은 N860W /850NE인 단층대에서 채취하였다 
(3'f07' 15.4" / 129~2'1 1.7"，그림 2-7). UJ-4 시료는 역시 변성퇴적암류를 모 

암으로 하는 N700 W /vertical 방향의 단층대에서 채취하였으며 (3'f02'59.5" / 

129024 ’ 59.0"，그림 2-8) UJ-13B 시 료는 흑운모화강면마암을 모암으로 하는 

N42~/70염W 방향의 단층대에서 채취하였다(3'f04'30.2" / 129022'31.9"，그렴 

2-9). 

제 3 절 실험 방법 

단층비지를 구성하고 있는 각 입자들이 개개의 결정들로 이루어져 있 

다는 가정 하에 현탁액을 만들어 Stokes ’ law에 따른 원심분리 퇴적법 

(centrifuged sedimentation; Jackson, 1969)으로 입 자 크기 에 따라 1때1 이 

하， 1-2때， 2-5때1 ( 시 료 1-1, 2-2, 2-3, 3N-2, 3S-1, 3S-2), 또는 0.2때 이 

하， 0.2-2따1 ， 2-5때1 (시 료 UJ-1 , -2, -4, -13B)로 분리 하였다. 

단층비지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X선 회절분석과 투과전자현미경 분석을 

시행하였다. 

Rb-Sr 연대측정을 위해 선정된 단층비지 9개 시료에 대해 입자크기별로 

Rb-Sr 동위원소비를 분석하고 제일 작은 입자크기 부분에 대해 1N HCl 

산 추출 실험을 실시하여 추출물， 잔류물의 Rb-Sr 동위원소비를 분석하 

였다. 원소분리와 동위원소비 측정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시행되 

었다. 산 추출 실험을 위한 단층비지 약 20mg을 취해 1N HCl을 가하고 약 

800C에서 3시간 동안 가열하였다. 1N HCl 추출물은 Rb-Sr 혼합 스파이크와 

섞은 후 가열판에서 말리고 2.5N HCl 0.5ml 정도에 녹였다. 1N HCl 잔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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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제 3단층 남쪽 사면 노두 사진과 시료 채취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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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UJ-l 시료가 채취된 단층대의 노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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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UJ-2 시료가 채취된 단층대의 노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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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UJ-4 시료가 채취된 단층대의 노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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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U]-13B 시료가 채취된 단층대의 노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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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체를 분석하는 시료는 Rb-Sr 혼합 스파이크와 섞은 후 테플론 바이알 

에 넣고 실험실에서 정제된 혼합산(불산:질산:과염소산 = 4:1:1) 3ml 정도를 

가하여 바이알의 뚜껑을 닫고 밤새 가열하였다. 다음날 바이알의 뚜껑을 열 

고 휘발시킨 후 2.5N HCl 0.5ml 정도에 녹였다. 준비된 시료들로부터 염산 

매질을 이용하는 양이온교환칼럼화학(AG50W-X8， H+ form, 200-400#)을 적 

용하여 Rb과 Sr을 분리하였다. 실험과정의 총 바닥값(blank)은 Rb, Sr에 대 

해 각각 O.lng 이하였다. 분리된 Rb, Sr은 Ta 필라멘트에 얹어 열이온화질 

량분석 기 (TIMS; thermal ionization mass spectrometer, VG54-30 모댈)로 

분석하였다. Rb은 정적인 모드(static mode)로 분석하였으며 (N=20， 5s 

integration) Sr은 86/88=0.1194로 질량분별효과를 보정하면서 동적인 모드 

(dynamic mode)로 분석 하였다(2 hops, N=loo, 5s integration). 분석 된 

87srJl6Sr에 반영된 스파이크 효과는 수학적으로 보정하였다. NBS987 표준물 

질의 얽Sr，쟁Sr 분석 평균값은 0.710233 :t0.OOOOI8 (N =24, 20m)으로 추천치(대 

개 0.710250)와 부합되었다. 등시션의 통계학적인 처리는 Ludwig(1994)를 따 

랐으며 연대 계산에 있어서 없Srf6Sr 오차는 내부분석오차로 주었고 반복 실 

험의 결과에 따라 87Rbf6Sr 오차는 0.5%로 주었다. 계산된 연대와 87srf6Sr 

초기치는 95% 신뢰도(20)로 보고한다. 

K-Ar 연대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VG5400 모델 불활성기체질 

량분석 기 (SVMS; static vacuum mass spectrometer)와 원자흡광분석 기 

(AAS: atomic absorption sptectrometer, Unicam 989 modeD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번 실험에서 K 농도 표준물질인 JG-la(K 추천치 3.29 

weight %; Imai et al., 1995)를 분석한 결과 추천치 대비 3% 오차 이내 

의 분석결과를 얻었다. 한편 K-Ar 연대 표준물질인 SORI93 흑운모(연대 

추천 치 92.6:t0.6 Ma; Sudo et a l., 1998)를 분석 한 결 과는 92.5:t1.8 Ma로 

서 추천치 에 부합되 었다. 

제 4 절 분석 결과 및 토의 

1. 단층비지의 광물조성 

유리판에 준비한 정향시료를 Ethylene Glyol 및 가열처리한 후， XRD 분 

석 을 실 시 한 결 과， smectite, kaolinite, palygorskite, illite, quartz 등 이 확인 

되었는데， 시료별로 광물의 상대적인 함량은 다양하다. 특히 1-1 시료만 

? 
i 

1 , 
4 



palygorskite가 거의 없고， 나머지 시료는 대부분 palygorskite가 특징적으로 

다양한 비율로 함유되어 있었다. XRD pattem의 회절들의 강도로부터 각 점 

토광물의 함량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1-1 smectite > > illite, kaolinite, qu따tz 

2-2 smectite, kaolinite > > palygorskite, illite, quartz 

2-3 smectite, kaolinite, palygorskite > > illite, quartz 

3N -2 smectite > > palygorskite, kaolinite > illite 

3S-1 palygorskite > smectite, kaolinite > illite 

3S-2 smectite, palygorskite > kaolinite > illite > quartz 

3N과 3S 시 료의 TEM 분석 결과 palygorskite의 특정 적 인 형 태 인 fibe들 

을 흔히 관찰할 수 있었다 Palygorskite의 이상적 화학식은 

(Mg,Al)zSi401O( OH) . 4HzO이 나， 개 별 fiber들의 EDS 분석 결과， oct삶ledr머 

site에 Mg와 Al외 에 Fe와 Cr이 특정 적 으로 함유되 어 있다. Palygorskite는 

tunnel 구조를 하고 있어서 소량의 알칼리 또는 알칼리토금속 양이온이 있을 

수 있으나， EDS 분석에서 Ca만이 미량함유되어 었고 K는 검출되지 않아서 

tunnel"4l의 양이온은 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Smectite， illite, 

interstratified illite-smectite의 판상 입 자들도 관찰되 었다 Smectite는 

dioct하ledral의 montmorillonite로 생 각되 나 illite와 interstratified 

illite-smectite는 대체로 Fe와 Mg가 풍부하며 입자에 따라 trioctal1edral의 

특성도 갖는 것으로 보인다. 

XRD 분석에 의하면 UJ-1, -2, -4, -13B 시료들의 점토광물 조성은 크게 

다르다. UJ-1 시료는 대부분 smectite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UJ-2 시료는 

대부분 illite, 그리고 UJ-13B 시료는 corrensite로 구성되어 있다. UJ-4번 시 

료는 비슷한 양의 smectite와 illite로 구성되어 있다. 

UJ-1 smectite 

UJ-2 illite 

UJ-4 smectite, illite 

UJ -13B corrensite (=interstratified chlorite-smectite) 

UJ-1번 시료는 TEM 관찰에서 smectite가 대부분이나 소량의 침상 침철석 

과 interstratified illite-smectite가 확인되었다. 36개 판상입자의 EDS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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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바， 대부분의 업자에 어느 정도의 K가 함유되어 있었으며， 그 중 13 

개 입자에는 1% 이상의 K20(total 90%로 계산할 경우)가 함유되어 있었다. 

조성 상 순수한 smectite에 가까운 입 자들은 Fe-rich beidellite의 조성 을 가진 

다. 따라서 UJ-1번 시료의 업자들은 대부분 순수한 smectite는 아니며 

smectite 입자내에 소량의 illite층들이 다양한 비율로 함유되어 있는 

intertratified illite-smectite이며 XRD 상에서 il1ite의 회 절선이 뚜렷이 나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randomly intertratified illite-smectite로 생각된다. 

2. Rb-Sr 연대측정 결과 

표 2-1에 분석된 단층비지의 Rb-Sr 연대측정 결과를 정리하였다. 

제 1단층 1-1 시료의 1 μm 이하 부분 산 추출 Rb-Sr 자료는 65:t5 Ma에 

해 당되 는 등시 선 각도(MSWD=5.1)와 0.7771 :t0.0018의 87srJ36Sr 초기 치 를 보 

인다(그림 2-10). 

제 2단층 2-2, 2-3 시료의 1 11m 이하 부분 산 추출 Rb-Sr 자료는 각각 

54:t5 Ma(MSWD=43, 87SrJ36Sr 초 기 치 =0. 7723:t0.0031)와 53:t03 Ma(MSWD 

=10.2, 엄Sr，쩍Sr 초기치 =0.7698:t0.0013)의 오차범위 내에서 서로 일치하는 연 

대를 정의한다(그림 2-11). 이 두 시료에서 가장 조립질 부분(2-5 11m)의 

Rb-Sr 자료가 산 추출 자료가 정의하는 등시선에서 가장 많이 벗어나서 그 

부분에 쇄설성 광물(detrital mineral)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었거나 단 

층운동 및 열수변질작용 동안 Rb-Sr 동위원소비가 재평형되는 정도가 낮았 

음을 알 수 있다. 제 1단층과 제 2단층의 Rb-Sr 연대는 야외에서 후자가 전 

자를 절단하고 있는 점과 잘 부합되며 제 2단층의 두 단층비지 시료가 유사 

한 연대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번에 얻어진 Rb-Sr 연대가 혼합직선 

(mixing pseudochron)이 아닌 등시선Gsochron)에 의해 얻어진 의미 있는 연 

대라고 판단된다. 

제 3단층 두 노두에서 채취한 3N-2, 3S-2 시료의 1 μm 이하 부분 산 추 

출 Rb-Sr 자료는 각각 93:t9 Ma (MSWD=57, 87SrJ36Sr 초기치 

=0.7없4:t0.0029)와 51.4:t0.2 Ma (MSWD=1.3, 87Sr，쟁Sr 초기치 

=0.77937:t0.ω004)를 정의하여 연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그림 2-12). 3S 

노두 3S-2 시료의 Rb-Sr 연대는 제 2단층의 두 시료와 오차범위 내에서 일 

치한다. 제 1, 2, 3단층에서 채취된 단층비지 5개 시료의 높은 87srJ36Sr 동위 

원소비 초기치는 단층대의 모암언 선캠브리아기 변성암의 특정과 잘 부합된 

다. 

n 
이
 
υ
 

--



표 2- 1. 단층비지의 Rb-Sr 통위원소 분석 자료. 

sample' Rb(ppm) Sr(ppm) 87Rb/86Sr 87Sr/86Srb 2cr %SE Age (Ma) 

1-1 (1) 226 46.3 14.22 0.794627 0.0020 
1-1(2) 320 45 .5 20.55 0.799036 0.0020 
1-1(3) 380 44.1 25.13 0.800345 0.0022 65土5C

1-1 (3)L 32.3 20.7 4.554 0.781263 0.0025 
1-1(3)R 345 22.7 44.32 0.817801 0.0027 

2-2(1) 173 26.0 19.41 0.791974 0.0018 
2-2(2) 191 26.1 21.36 0.790188 0.0018 
2-2(3) 205 27.2 21.98 0.789022 0.0014 54土5C

2-2(3)L 22.0 21.1 3.049 0.774839 0.0018 
2-2(3)R 176 6.07 84.94 0.837816 0.0018 

2-3(1) 150 32.2 13.56 0.775752 0.0018 
2-3(2) 159 29.8 15.54 0.779214 0.0022 
2-3(3) 161 23.4 20.11 0.784931 0.0022 53土3C

2-3(3)L 20.5 18.1 3.298 0.772371 0.0016 
2-3(3)R 134 5.06 77.88 0.828838 0.0043 

3N-2(1 ) 147 33.1 12.99 0.805481 0.0020 
3N-2(2) 121 35.8 9.860 0.799552 0.0020 
3N-2(3) 115 32.4 10.38 0.797855 0.0024 93土9C

3N-2(3)L 20.6 25.0 2.404 0.787715 0.0018 
3N-2(3)R 92.2 6.82 39.61 0.836614 0.0043 

3S-2(l) 231 18.7 36.09 0.815559 0.0016 
3S-2(2) 246 19.3 37.41 0.817484 0.0022 
3S-2(3) 198 14.4 40.23 0.808826 0.0022 5 1.4土0.2C

3S-2(3)L 29.4 11.6 7.371 0.784752 0.0025 
3S-2(3)R 169 2.57 194.1 0.920966 0.0022 

UJ-l (l ) 100 75.0 3.875 0.758718 0.0018 
UJ-I(2) 103 77.9 3.856 0.758212 0.0016 
UJ-I(3) 107 73.8 4.208 0.757926 0.0018 53.9土0.2C

UJ-l(3)L 20.0 67.2 0.8645 0.755355 0.0016 
UJ-l(3)R 84.6 5.49 44.95 0.789037 0.0016 

UJ-2( l) 546 129 12.44 0.824993 0.0016 50土3d

UJ-2(2) 620 68.5 26.50 0.834179 0.0018 
UJ-2(3) 765 9.05 25 1.5 0.994673 0.0014 71土13C

UJ-2(3)L 94.4 1.75 158.6 0.899572 0.0020 
UJ-2(3)R 676 7.26 277.4 1.019082 0.0014 

UJ-4(l) 286 80.2 10.35 0.736997 0.0020 37土 1<

UJ-4(2) 352 72.2 14.16 0.739440 0.0016 
UJ-4(3) 405 38.6 30.47 0.748140 0.0018 
UJ-4(3)L 29.9 21.8 3.971 0.733728 0.0016 
UJ-4(3)R 390 17.0 66.84 0.767098 0.0018 

UJ-13B(1) 30.0 30.7 2.840 0.757941 0.0016 
UJ-13B(2) 25.0 27.8 2.611 0.756024 0.0014 
UJ-13B(3) 18.0 21.1 2.487 0.754344 0.0018 57土7C

UJ-13B(3)L 6.14 19.0 0.9406 0.753246 0.0020 
UJ-13B(3)R 11.0 1.68 19.01 0.767694 0.0024 

a. (1) 2-5 μm， (2) 0.2-2 μ.m， (3) < 0.2μm， L; 1M HClleachate, R; residue. 
Rb and Sr concentrations ofleachates and residues are relative to the initial weight of samples. 

b. Errors in parenthesis refer to least significant digits and :!:2cr mean. 
c. Fitted by (3), (3)L 때d (3)R. 
d. Fitted by (1), (2) and (3). 
e. Fitted by (1), (2), (3), (3)L and (3)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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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제 1단층 1-1 단층비지의 Rb-Sr 등시선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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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1. 제 2단층 2-2, 2-3 단층비지의 Rb-Sr 등시선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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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제 3단층 3N-2, 3S-2 단층비지의 Rb-Sr 둥시선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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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UJ-1 단층비지의 Rb-Sr 동시선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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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J-1 시 료의 0.2 Jlm 이 하 부분 산 추출 Rb-Sr 자료는 53.9 :1:0.2 Ma에 해 

당되 는 등시 선 각도 (MSWD= 1.5)와 0.754696:1: 0.어0012의 87srf6Sr 초기 치 를 

보인다(그림 2-13). 

UJ-2 시료의 경우 세 입자크기 부분이 이루는 연대는 50:1:3 Ma 

(MSWD=192, 87ST.팩Sr 초기치 =0.8157 :1:0.0057)이지만 0.2 Jlm 이하 부분 산 

추출 Rb-Sr 자료는 71 :1:13 Ma에 해당되는 등시선 각도 (MSWD=4.2)와 

0.739:1:0.043의 87Sr:액Sr 초기치를 보인다(그림 2-14). 

UJ-4 시료의 세 입자크기 부분과 0.2 Jlm 이하 부분 산 추출 Rb-Sr 자료 

는 37 :1: 1 Ma에 해당되는 등시선 각도 (MSWD=94)와 0.73172:t0.OOO51의 

87srf6Sr 초기치를 보인다(그림 2-15). 

UJ-13B 시료의 0.2 μm 이하 부분 산 추출 Rb-Sr 자료는 57:t7 Ma에 해 

당되는 등시션 각도(MSWD=149)와 0.7524:t0.0010의 잉SrrSr 초기치를 보인 

다(그림 2-16). 

3. K-Ar 연대측정 결과 

표 2-2에 단층비지와 맥암의 K-Ar 연대측정 결과를 정리하였다. 단층비 

지의 경우 제일 작은 입자크기 부분만 분석하였다. 

제 1단층 1-1 단층비지 시료의 경우 K-Ar 연대는 71.6:t2.1 Ma로서 오차 

범위를 고려한다면 Rb-Sr 연대 (65:t5 Ma)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제 2단층 2-2, 2-3 단층비지는 각각 80.0:t2.4 Ma, 67.4:t2.0 Ma의 서로 다 

른 K-Ar 연대를 보여 서로 유사한 연대를 보이는 Rb-Sr 결과와 대조적이 

다. 또 그 연대는 같은 시료의 Rb-Sr 연대 (54Ma 내외)에 비해 오래되었으며 

특히 2-2 시료의 K-Ar 자료는 제 1단층 1-1 시료의 K-Ar 연대보다 더 오 

래되어 제 2단층이 제 1단층을 자르며 발달하는 야외관계와 부합되지 않는 

다. 이러한 결과는 단층대의 모암언 선캠브리아기 변성암에서 유래된 물려받 

은 방사기원 40 Ar(inherited radiogenic Ar) 때문으로 보인다. K-Ar 연대측정 

의 중요한 가정 중의 하나는 연대측정의 대상물질이 만들어질 때 대기 기원 
의 40Ar 외에는 시료에 40Ar이 없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과로 

볼 때 제 2단층운동과 수반된 열수변질작용에 의해 단층비지가 만들어질 때 

단층대의 모암이 원래 가지고 있던 방사기원 40Ar이 완전히 소실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 2단층에 의해 잘린 중성 맥암(2-5 시료)의 K-Ar 연대 

는 70.6:t2.1 Ma로서 제 2단층의 운동시기로 생각되는 단층비지의 Rb-Sr 연 

대 (54Ma 내외)보다 오래되어 야외관계와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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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UJ-2 단층버지의 Rb-Sr 등시선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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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단층비지와 맥암에 대한 K-Ar 연대측정 결과. 

Sample K 36Ar 40 Ar radiogenic Age uncertainty Air 

(wt%) (1 0-10 ccSTP/g) (lO-8ccSTP/g) (Ma) (%) 

1-1(3) 3.13 206.4 886.1 71.6 2.1 40.8 
2-2(3) 1.05 160.6 333.4 80.0 2.4 58.7 
2-3(3) 1. 17 117.0 31 1.5 67.4 2.0 52.6 
2-5 1.84 20.0 513.2 70.6 2.1 10.3 

3N-2(3) 0.87 353.7 319.3 92.3 2.7 76.6 
3N-6 1.90 41.2 487.9 64.9 1.9 20.0 
3S-1(3) 0.78 354.5 261.7 84.4 2.5 80.0 
3S-2(3) 1.10 193.8 308.3 70.9 2.1 65.0 
UJ-1 1.29 60.6 125.8 25.0 1.3 58.7 
UJ-2 8.56 41.6 1622.2 48.2 1.4 7.0 
UJ-4 5.99 59.9 879.6 37.5 1.2 16.8 
UJ1 3B 0.14 21.2 41.4 77.3 7.2 60.2 

% 

ω
 



제 3단층 3N 노두 3N-2 시료의 K-Ar 연대는 92.3:t2.7 Ma로서 Rb-Sr 

연대측정 결과(93:t9 Ma)와 잘 일치한다. 이로 보아 제 3단층이 이 시기에 

운동하였음은 명백해 보인다. 산성 맥암(3N-6 시료)의 K-Ar 자료는 

64.9:t 1.9 Ma로서 인접한 단층비지 (3N-2 시료)의 K-Ar, Rb-Sr 연대 (93Ma 

내외)보다 오래되었지만 제 3단층의 재활성시기로 생각되는 3S-2 시료의 

Rb-Sr 연대보다는 오래되었다. 따라서 3N 노두의 산성 맥암은 제 3단층의 

최초 형성 시기와 재활성 시기 사이에 관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3S 노두 두 

단층비지 시료， 3S-1, 3S-2의 K-Ar 결과는 각각 84.4:t2.5 Ma, 70.9:t2.1 Ma 

로서 제 2단층의 단층비지와 마찬가지로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3S-2 시료의 

Rb-Sr 연대 (54Ma 내외)보다 오래되었다. 이 역시 단층대의 모암으로부터 불 

규칙적으로 물려받은 방사기원 때Ar때문으로 생각된다. 

UJ-l 시료의 K-Ar 연대 (25.0:t1.3 Ma)는 Rb-Sr 연대 (53.9 :tO.2 Ma)에 비 

해 현저하게 젊다. 그런데 UJ-l 시료의 Rb-Sr 연대는 제 2단층과 제 3단층 

노두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약 54Ma의 연대와 잘 일치하여 이 지역에서 

일어난 팔레오세 말 - 에오세 초의 단층운동 시기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그 보다 젊은 K-Ar 연대는 방사기원 Ar의 유동때문으로 인한 

겉보기 연대로 판단된다. 

UJ-2 시료의 K-Ar 연대 (48.2 :t 1.4 Ma)는 Rb-Sr 연대 (50:t3 Ma)와 오차 

범위 내에서 잘 일치한다. 따라서 이 역시 팔레오세 말 - 에오세 초의 단층 

운동 시기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차범위 때문에 54Ma 단층운동시 

기와의 차별성은 확인하기 어렵다. UJ-2 시료의 산추출 Rb-Sr 연대 (71 :t 13 

Ma)는 아마도 혼합으로 인한 의미없는 연대로 판단된다. 

UJ-4 시료의 K-Ar 연대 (37.5:t1.2 Ma)는 Rb-SR 연대 (37:t l Ma)와 잘 일 

치하여 팔레오세 말 - 에오세 초의 단층운동 이후 일어난 에오세 말의 단층 

운동 시기를 지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UJ-13B 시료의 K-Ar 연대 (77.3:t7.2 Ma)는 Rb-Sr 연대 (57:t7 Ma)보다 

오래되었는데 단층대의 모암으로부터 물려받은 방사기원 40Ar때문으로 생각 

된다. 

제 5 절 요약 및 결론 

단층비지의 Rb-Sr 연대측정 결과는 야외관계와 잘 일치하며 동일한 단층 

대에서 유사한 연대를 보여 이번에 얻어진 Rb-Sr 연대가 혼합직선(mi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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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udochron)이 아닌 등시선Gsochron)에 의해 얻어진 의미있는 연대라고 판 

단된다. 단층비지의 높은 87Sr쟁Sr 동위원소비 초기치는 단층비지의 모암인 

선캠브리아기 변성암의 특정과 부합된다. Rb-Sr 자료로 볼 때 제 2단층과 

제 3단층은 같은 시기 (54Ma 내외)에 활동한 단층으로 생각되며 제 3단층의 

최초 운동 시기는 93Ma 내외일 것이다. 즉 93Ma에 제 3단층이 형성되었고 

이후 65Ma에 NW 방향의 제 1단층이 운동하였으며 54Ma에 제 3단층이 재 

활성화되면서 제 1단층을 자르는 NE 방향의 제 2단층이 형성되었다고 판단 

된다.54Ma 내외의 단층 재활성은 UJ-l , UJ-2, UJ-13B 시료 Rb-Sr 자료에 

서도 확인된다. UJ-4 시료의 Rb-Sr, K-Ar 연대인 약 37 Ma는 아마도 이 

지역에서 가장 젊은 단층운동시기를 지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층비지에 대한 이번 K-Ar 연대측정 결과는 지질학적으로 오래된 선캠 

브리아기 변성암을 모암으로 한 단층비지의 K-Ar 연대측정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제 1단층과 제 3단층 3N 노두의 경우 K-Ar 결과가 

Rb-Sr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그 외 시료의 경우 단층비지의 K-Ar 연대 

측정 결과는 Rb-Sr 연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오래되었고 야외 관찰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며 같은 단층대의 시료가 동일한 연대를 보이지도 않는다. 이 

는 단층비지가 모암인 선캠브리아기 변성암으로부터 불규칙적으로 도입된 

방사기원 40Ar때문으로 판단된다. 맥암의 K-Ar 연대는 제 2단층과 제 3단층 

의 주 운동시기(않Ma)보다 오래되어 단층에 의해 맥암이 잘리는 야외 관찰 

결과와 잘 부합된다. K-Ar 자료로 볼 때 맥암의 관입시기는 제 2단층의 경 

우 70Ma 내외， 그리고 제 3단층 3N 노두의 경우 65Ma 내외로 판단된다. 

강
 



제 3 장 울진원전 기 반암의 지구화학적 

제 1 절 지질 개요와 연구 대상 시료 

트든지 ..., 0 

울진원전이 위치하는 1:5만 죽변 지질도폭(이종혁 외， 1993) 지역은 변성 

퇴적암언 호산리을 최고기암으로 하고 그를 관입한 분천화강펀마암， 흑운모 

화강편마암， 홍제사화강암 등의 선캠브라아기 변성암이 기저를 이룬다. 도폭 

북서부에는 고생대 조선누층군이 일부 분포하고 중생대와 선생대에 비교적 

소규모의 화성활동이 인지된다. 이번 연구기간 동안에는 선캠브리아기 기반 

암의 지구화학적 특징을 연구하기 위하여 호산리층 6점 분천화강편마암 4 

점， 흑운모화강편마암 2점， 홍제사화강암 5점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그림 3-1 

에 개략적인 지질도(이종혁 외 1993)와 시료 채취 위치를 표시하였다. 

1. 호산리층 

울진원전 지역을 포함하는 1:5만 죽변 도폭의 최고기암으로 하부층은 운 

모펀암 내지 석영운모편암이 주를 이루는 편암대이고 상부는 호상편마암 내 

지 미그마타이트질 펀마암이 주를 이루는 혼성대로 구성된다(김용준과 이대 

성， 1983). 도폭 남부에서는 분천화강편마암과 흑운모화강편마암 내에 포획암 

으로 산출되고 도폭 북부에서는 비교적 큰 규모로 산출된다. 김용준과 이대 

성(1983)은 특히 도폭 북부의 호산리층을 태백산편마암복합체의 율리층군으 

로 구분하였고 그 분류는 1: 250, ()()() 강릉-속초 도폭(김정찬 외， 2(01)에서도 

체택되었다. 대한지질학회(1998)의 정리에 의하면 율리층군은 태백산편마암 

복합체 중 조선누층군의 양덕층군에 의해 경사부정합으로 덮이는 하부 중원 

생대층이다. 중원생대는 16억년에서 9억년 전까지를 의미하므로( Geological 

Society of America, 1999) 그 정 의 를 따른다면 약 19억 년 전 에 정 치 한 것 으 

로 알려진(박계헌 외， 1993) 분천화강편마암에 의해 관입된 호산리층에 대한 

분류에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호산리층은 차라리 원남층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운모편암의 주구성광물은 석영， 흑운모， 장석 이고， 부구성광물은 백운모， 

녹니석， 저어콘， 불투명광물이다. 1-2 mm 내외의 석영은 엽리 방향으로 신 

장되어 있다. 장석은 미사장석이 주를 이루고 사장석은 소량 세립으로 나타 

난다. 정장석은 석영과 흑운모를 내포하고 있다. 미립의 녹니석， 흑운모，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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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 울진원전 주변 지질도(이종혁 와， 1993)와 선캠브라아가 기반암 시료 채취 위치. 



영， 장석류는 집성 (aggregate)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운모편암 중에는 규선석 

과 근청석을 포함하기도 한다. 규선석은 대부분이 섬유상(잠brous)이나， 각주 

상(prismatic)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그림 3-2a). 1 cm 정도 크기의 근청석은 

변정으로도 나타나며， 흑운모， 저어콘， 규선석을 포획하고 있다(그림 3-2b). 

호상편마암은 각섬석이 주를 이루는 부분과， 석영과 장석이 주를 이루는 부 

분이 1-2 cm 정도의 띠를 이루며 호상구조로 나타낸다. 주구성 광물은 각섬 

석， 사장석， 석영(그림 3-2c)이고， 부구성 광물은， 녹염석， 인회석， 방해석， 불 

투명광물들이다. 사장석은 녹염석으로 변질되어졌다(그림 3-2d). 

2. 분천화강편마암 

호산리층을 관입하며 흑운모화강편마암에 의해 관입당한다. 죽변 도폭에 

서는 남쪽에 위치하며 울진원전이 위치한 지점에 비교적 소규모로 분포한다. 

수 cm 규모의 안구상 변정이 엽리방향으로 신장된 안구상편마암이 주를 이 

루며 부분적으로 호상조직을 보인다. 분천화강편마암의 정치시기에 대해서는 

Rb-Sr 전암 연령을 Hong(1985)가 2097:t4 Ma (원Sr.용Sr 초기치 = 
O.7082 :tO.어07)로 이덕원(1988) 이 1863:t103 Ma (87Srj'ßSr 초기치 = 
O.7245:tO.OO95)로 보고한 바 있다. 한편 박계헌 외(1993)는 Pb-Pb 전암연령 

을 1920:t56 Ma (Ludwig(1994) , 95% 선뢰 도로 재 계산하면 1921 :t230 Ma, 

MSWD = 124)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저어콘의 U-Pb 연령(권성택， 미발표자 

료)과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하여 암체의 관입시기를 잘 지시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홍영국과 최태윤(1986)은 흑운모의 K-Ar 연대를 336:t4 Ma에서 

654:t16 Ma 범위로 보고하고 변성작용 혹은 변질작용의 시기로 해석하였다. 

이 암체는 그동안 기원물질에 대하여 연구자들 사이에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었는데 이덕원(1988) ， 김형식 외(1991) 등은 이 암체를 퇴적기원 화강편마 

암으로 제안하였고 Hong (1985, 1992)는 화성기원으로 제안한 바 있다. 김형 

식 외(1991)은 분천화강편마암의 변성온도 조건을 6500 C 이상으로 제시하였 

고 김형수와 이종혁 (1995)는 698-7290C / 7-11 kbar의 변성온도， 압력조건을 

보고하여 대개 상부각섬석상 이상의 변성조건이 인정된다. 최근 Chang et 

al. (2003)은 이 암체에 대해 1963:t4 Ma의 저어콘 U-Pb 연대를 보고하였다. 

주된 암상은 안구상 변정이 엽리 방향으로 신장된 안구상 펀마암이다. 아 

몬드 형태의 안구(1-4 cm)는 미사장석， 사장석， 석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구성 광물은 석영， 사장석， 미사장석， 흑운모이고， 부구성 광물은 녹니석， 백 

운모， 견운모， 각섬석， 방해석， 저어콘， 인회석， 불투명광물들이다. 재결정을 

” 
ω
 



그림 3-2. 호산리층의 현미경 사진. a) 흑운모 펀암내의 섬유상 및 각주상의 규선석， b) 흑 

운모 편암내의 근정석에 포획된 흑운모와 석영 c) 각섬석 편암 d) 호상 편마암내의 녹염석. 

Bi = 흑운모， Sil 二 규선석， Q = 석영， Amp = 각섬석， Ep = 녹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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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석영은 엽리의 방향으로 신장되어 있고， 봉합상 조직을 보인다. 사장석 

은 대부분 견운모화 되어있고(그림 3-3a), 재결정된 석영에 의해 미르메카이 

트 조직(r.nyrnnekite txture)을 보인다(그림 3-3b). 미사장석 결정은 사장석이 

내포하여 섬과 바다 조직Cisland and sea texture)을 보인다(그림 3-3c). 사장 

석의 소광각을 이용하여 An%을 알아본 결과， 사장석은 15-40 정도인 올리 

고크레스(oligoc1ase)에서 안데신(andesine)에 해당한다. 미사장석은 격자상 

쌍정Ccross-hatched twin)을 보인다. 흑운모는 엽리방향으로 신장되어 나타 

나기도 한다(그림 3-3d). 

3. 흑운모화강펀마암 

분천화강편마암을 관압하며 홍제사화강편마암에 의해 관입당하는 괴상의 

화강편마암으로 도폭의 중동부에 주로 분포한다. 엽리는 대개 미약하며 점이 

적으로 반산변정이 잘 보이기도 한다. 김용준과 이대성(1983)은 이 암체를 

평해화강편마암으로 구분하였으나 이 명칭은 김옥준 외(1963)에 의해 명명되 

고 그 관입시기가 2093I86 11a (Pb-Pb 전암연대， Cheong et a1., 2(00)로 밝 

혀진 암체와 혼돈되므로 사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암체에 대해서 

는 절대연대가 구해진 바 없다. 

전체적으로 엽리의 발달이 미약하고， 괴상구조를 보이며， 입자가 크기가 

균질한 업상변정질(granoblastic) 구조를 보인다. 지역에 따라 흑운모의 양의 

차이는 었다(그림 3-4a). 주구성광물은 석영， 사장석， 흑운모， 정장석 이고 부 

구성 광물은 인회석， 각섬석， 저어콘 백운모， 불투명광물들이 있다. 석영은 

재결정 받았고， 흑운모를 내포하기도 한다. 흔히 미르메카이트 조직 

(r.nyrnnekite txture)을 보이기도 한다(그림 3-4b). 미사장석은 격자상 쌍정 

(cross-hatched twin)을 보언다(그림 3-4b). 흑운모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 

지 않는다. 흑운모 주변에는 이차적으로 형성된 백운모가 나타난다. 미립의 

석영， 장석， 흑운모들이 집성 (aggregate)되어 나타나기도 한다(그림 3-4c). 

4. 홍제사화강암 

홍제사화강암은 회색 장석변정을 특징적으로 가지는데 그 크기는 수 cr.n 

규모이다. 장석변정의 양은 고기암(호산리층 분천화강편마암)과의 관입접촉 

부에서 감소하여 거의 보이지 않기도 한다. 이 암체의 Rb-Sr 전암연령은 김 

동학 외 (1978)에 의 해 1714I28 11a (암Srf6Sr 초기 치 = 0.7229IO.OO23)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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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촬x: r 

그림 3-3. 분천화강편마암 현미경 사진. a) 사장석이 견운모로 변질되어졌다， b) 재결정된 

석영에 의한 미르메카이트 조직 (myrmekite texture) , c) 사장석의 섬과 바다 조직Cisland 

and sea texture) , d) 엽 리 방향으로 신장된 흑운모. Bi = 흑운모， Seri 견운모， Pl = 사장 

석， K-fd = 정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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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흑운모화강편마암 현미경 사진. a) 흑운모， 석영， 장석이 주구성광물이다， b) 미르 

메카이트 조직 (myrmekite txture) , c) 미 립의 석영， 사장석， 흑운모가 집성 (aggregate) 되어 

나타난다. Q = 석 영， Bi = 흑운모， Pl = 사장석， Mi 미사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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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었으나 독일 BGR은 1825 :1:20 Ma (얽Srf6Sr 초기치 = 0.7167 :1: 0.(040)으 

로 보고하였다(주숭환과 이동진， 1980). Na and Lee(1978)는 이 암체를 

anatexis에 의한 autochthonous granite로 해석하였으며 부분용융의 시기는 

Rb-Sr 전암연대인 1880:1:32 Ma로 보고하였다. Hong (1985, 1992)는 Sr 동위 

원소 초기치와 화학분석자료를 근거로 이 암체가 퇴적기원일 것으로 주장하 

였다. 홍영국과 최태윤(1986)이 보고한 흑운모 K-Ar 연대는 768 - 1367 Ma 

범위로서 저자들은 이 연대를 변성 또는 변질시기로 해석하였다. Chang et 

aI.( 1988)은 홍제사화강암을 반상변정질 미사장석 화강암과 편마암으로 구분 

하고 두 암체가 동일기원이나 부분용융의 정도 차이가 다른 것으로 제안하 

였다. Kim and Cho(1994a)는 홍제사화강암의 화학조성이 대륙충돌환경을 지 

시한다고 제안한 바 있으며 관입조건은 650-7000C, 3:1: 1 kbar로 제시되었다 

(Kim and Cho, 1994b). 김형수와 이종학(1995)는 이 암체를 조직에 따라 입 

상변정질 화강암질 편마암， 반상변정질 화강암질 편마암， 미그마타이트질 편 

마암으로 나누고 분천화강편마암부터 미그마타이트질 홍제사 화강편마암， 반 

상변정질 홍제사 화강편마암으로 가면서 압력이 감소하는 등온성 압력감소 

경로를 제안하였다. 이는 대륙충돌-확장 모벨을 지시하는데 Kim and 

Cho(1994a)의 제안과도 조화적이다. 

홍제사화강암은 대부분 업자의 크기가 균질하고 엽리의 발달이 미약한 

입상변정질(granoblastic ) 화강암의 형태로 산출된다. 부분적으로 반상변정질 

(porphyroblastic) , 미그마타이트질 조직을 보이며 산출되기도 하다. 야외에서 

는 석영과 장석에 의해서 회색 또는 청회색의 암색을 보인다. 주구성 광물은 

석영， 사장석， 미사장석， 흑운모이고(그림 3-5a), 부구성 광물로는 백운모， 저 

어콘， 인회석， 각섬석， 불투명광물들이다. 석영은 재결정 되어졌다(그림 

3-5b). 소광각을 이용한 사장석 An%는 20정도로 올리고그래스(oligoclase)에 

해당한다. 정장석은 대부분 미사장석이고， 미립의 사장석， 흑운모를 내포하기 

도 한다. 이런 미립의 사장석은 녹염석으로 변질되어져 있기도 하다(그림 

3-5c). 흑운모는 대부분이 녹니석으로 변질 되어져 었고(그림 3-5a) ， 견운모화 

된 사장석을 내포하기도 한다. 이차적으로 형성된 백운모는 0.5mm 정도의 

크기를 갖는다(그림 3-5d). 

제 2 절 실험 방법 

채취된 기반암 시료는 텅스텐카바이드 재질의 분쇄기로 분쇄하였다. 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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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5. 홍제사화강암 현미경 사진. a) 석영， 장석， 흑운모가 주구성광물이다， b) 재결정된 

석영， c) 정장석에 포획된 녹염석. d) 이차적으로 형성된 백운모 Q = 석영， Bi = 흑운모， 

Pl = 사장석， Ep = 녹염석， Mic 미사장석， Mus 백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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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 약 0.1 g에 84Sr(99.626 atom%) - 87Rb(98 atom%) - 1쩍-.Jd(97.7976 

atom%) - 149Sm(97.7063 atom%) 혼합 스파이 크를 가하고 혼합산(HF 

HCI04 = 10:1) 3ml 정도를 가하여 바이알의 뚜껑을 닫고 밤새 가열하였다. 

다음날 바이알의 뚜껑을 열고 휘발시킨 후 2.5N HCl 0.5ml 정도에 녹였다. 

준비된 시료들로부터 염산 매질을 이용하는 양이온교환칼럼화학 

(AG50W-X8, H+ form, 200-400#)을 적용하여 Rb, Sr과 Pb 및 희토류원소 

포함부분을 분리하였다. 희토류원소 포함 부분으로부터 뭄은 염산과 HDEHP 
(Bis (2-ethylhexyD hydrogen phosphate)를 코팅시킨 테플론 파우다를 이용 

하는 칼럼 화학(Richard et al., 1976)에 의 해 Sm과 Nd을 분리 하였다. 양이 온 

교환칼럼화학에 의해 분리된 Pb 포함부분은 HBr 매질을 이용하는 음이온교 

환칼럼화학CAG1-X8, cr form, 100-200#)에 의해 2회 정제되었다. 실험과정 

의 총 바닥값(blank)은 Rb, Sr, Sm, Nd에 대해 각각 0.1 ng 이하였고 Pb에 

대해서는 0.2 ng 이하였다. 동위원소비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열이온 

화질량분석기 (TIMS; thermal ionization mass spectrometer, VG54-30 모델) 

로 분석하였다. Rb은 정적인 모드(static mode)로 분석하였으며 (N=20， 5s 

integration) Sr은 86/88=0.1194로 질량분별효과를 보정하면서 동적인 모드 

(dynamic mode)로 분석 하였다(2 hops, N=l00, 5s integration). Sm은 

152/147 = 1.783079로 질량분별효과를 보정하면서 정적인 모드(static mode) 

로 분석하였으며 (N=20， 5s integration), Nd은 146/144 = 0.7219로 질량분별 

효과를 보정하면서 동적인 모드(dynamic mode)로 분석하였다(2 hops, 
N=l00, 5s integration). Pb는 정 적 인 모드(static mode)로 분석 하였으며 

(N=60, 5s integration), 질 량분별효과는 NBS981 표준물질 분석 결과 

(206pb꺼4Pb = 16.913:t0.OO8, 207Pb/204Pb = 15.458:t0.010, 208pbl04pb = 

36.594:t0.032, N=30, 20m)에 따라 외부적으로 보정하였다. NBS981 표준물질 

의 Pb 동위원소비 분석결과는 추천치 대비 atomic mass unit당 0.1% 정도 

의 질량분별을 보였다. 분석된 87sr.fOSr, 14힘d/l44Nd에 반영된 스파이크 효과 

는 수학적으로 보정하였다. NBS987 표준물질의 없Sr.fOSr 분석 평균값은 

0.710233:t0.OOOO18 (N=24, 20m)로 추천 치 ( 대 개 0.710250)와 부합되 었 다. La 

Jolla Nd 표준물질의 143Nd/144Nd 분석 평균값은 0.511않4:t0.OOOO13 (N=14, 

20m)로 추천치(대개 0.511860)와 잘 부합되었다. 등시션의 통계학적인 처리는 

Ludwig(994)를 따랐으며 계산된 연대와 동위원소비 초기치는 95% 신뢰도 

(20)로 보고한다. 

기반암 시료의 주원소 조성과 Zr 조성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서울분 

소의 X선 형광분석기 (XRF， Philips PW2404 model)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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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 결과 

표 3-1과 표 3-2에 각각 원소분석결과와 Rb-Sr, Sm-Nd, Pb 동위원소비 

분석 결과를 표시 하였다. 

1. 원소분석 결과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산리층 6 시료는 넓은 범위의 SiQz 함량 

변화를 보인다(47.24 ~ 71.85 wt.%). 전반적으로 화강펀마암이나 화강암류에 

비해 MgO, F~03*의 함량이 높은 편이며 Harker 그림(그림 3-6)에 점시하 

였을 때 직선적인 성분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 

분천화강펀마암， 흑운모화강편마암， 홍제사화강암은 1.39 ~ 1.78 범위의 

매우 높은 Alumina saturation index를 보여 peraluminous granite 종류에 

해당되지만 Si02 함량변화와 관계된 값의 변화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는다(표 

3-1 , 그림 3-6). 화강암류의 Alz03 양은 total alkali(= Na20+K20) 양에 비 해 

높아(M애K = 1.48 ~ 3.49, 표 3-1) peralkaline 영 역 에 해 당되 지 는 않는다. 

A/NK 값은 흑운모화강편마암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나머지 두 암체에서 낮 

지만 암체별로 Si02 값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는다(그림 3-6). 

Harker 그림(그림 3-6)에서 각 암체별로 Si02 함량변화에 따른 주원소의 직 

선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인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Si02 성분이 증가함에 따 

라 MgO, F~03*， CaO 성분은 비교적 일관되게 감소한다. Sr, Sm, Nd 농도 

의 경우 흑운모화강편마암 1 시료(llU]-12)에서 가장 높으며 각 암체별로 

Si02 조성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그림 3-7). Rb/Sr, 

Sm!Nd비 또한 Si02 조성 변화와 직선적인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는 

다. 

2. Rb-Sr 동위 원소 조성 

그림 3-8에 분석 시료들의 Rb-Sr 동위원소 조성을 점시하였다. 몇 몇 시 

료를 제외하고는 대개 87srf6Sr 동위원소비 초기치를 0.7로 가정한 20억년의 

참고 등시선을 따라 점시된다. 분천화강편마암의 경우 비교적 분산이 작아 

1911 :t170 Ma (87Srf6Sr 초기치 = 0.727:t0.017, MSWD = 19)의 오시선을 정 

n 
。

q 
니
 



표 3-1 선캘 H 리얀~ 가반웰윌 월소불섭결표(후원소 wt.%, ZrPPM 단윌엽) . 
Sample Hosanri Formation Buncheon granite gneiss Biotite granite gneis Hongjesa granite 

UJ-5A-1 m UJ-5A-2f 11UJ-16 11 UJ-17 11 UJ-18 11 UJ-19 UJ-7 11 UJ-1 11 UJ-3 11UJ-8 11UJ-11 11UJ-12 UJ-6 UJ-8 11UJ-5 11UJ-7 11UJ-9 
Si02 53.44 47.24 71.85 57.02 69.18 58.37 72.07 74.39 73.85 71.27 68.35 58.51 73.86 71.28 73.20 73.27 72.90 

AI 20 3 13.97 18.62 15.46 20.02 14.84 20.82 13.90 13.95 13.18 14.57 15.08 16.76 14.55 15.52 13.42 14.42 14.81 

Fe203*a 10.55 8.05 3.52 7.78 4.57 7.93 1.79 1.37 2.80 2.02 4 .78 8.55 1.25 2.18 2.38 1.48 1.81 

Ti02 0.65 0.32 0.29 0.61 0.54 0.65 0.18 0.16 0.37 0.25 0.38 1.25 0.13 0.20 0.28 0.15 0.24 
MnO 0.18 0.13 0.03 0.07 0.04 0.07 0.02 0.01 0.02 0.02 0.07 0.10 0.01 0.04 0.02 0.01 0.03 
CaO 8.97 17.16 0.17 0.28 1.62 0.44 0.61 1.81 1.87 1.54 1.71 5.93 2.14 2.47 0.84 0 .45 1.04 
MgO 7.88 4.87 1.66 3.32 1.93 3.42 0.40 0.32 0.64 0 .48 1 .44 2 .79 0.35 0.51 0.61 0.36 0.37 
K20 0 .40 0.88 3.14 5.57 2.57 5.15 7.15 4.57 3 .40 5.42 3.65 2.21 1.99 1.16 5.08 5.45 5.04 

Na20 3 .48 1.01 0.71 1.43 2.83 1.13 2.25 3.04 2.87 2.97 3.15 2.59 4.28 5.11 2 .72 3.33 3.19 

P20 5 0.06 0.07 0.04 0.11 0.11 0.11 0.13 0.04 0.06 0.04 0.05 0.44 0.03 0.05 0.15 0.09 0.08 

L.O. l.b 0.80 2.15 2.06 2.95 1.05 1.26 0.62 0.21 0 .79 0.65 0.80 0.74 0.63 0.83 0.91 0.73 0.57 
total 100.37 100.51 98.95 99.18 99.27 99.36 99.11 99.85 99.86 99.23 99.46 99.88 99.23 99.36 99.61 99.75 100.08 
A/CNKC 1.39 1.48 1.62 1.47 1.77 1.56 1.73 1 .78 1.55 1.56 1.60 
A/NK 1.48 1.83 2.10 1 .74 2.22 3.49 2.32 2 .48 1.72 1.64 1.80 
Zr n.d. d n.d. 40 n.d. 191 79 13 48 169 35 158 218 41 91 119 n.d. 61 

ιj 
a Total Fe , b Loss on ignition , C AI203/(CaO+Na20+K20) , d Below detection limit 

(.D 



표 3-2. 션캠브리아기 기반암의 Rb-Sr, Sm-Nd, Pb 동위원소 조성. 

Rb(ppm) Sr(ppm) 87Rb/86Sr 87Sr/86Sr %SE Sm(ppm) Nd(ppm) 147Sm/144Nd 143Nd/44Nd %SE ENd(O) ENd(2 Ga) T DM(Ga)a 206Pb/204Pbb 207Pb/204Pbb 208Pb/204Pbb 

Hosanri Formation 
UJ-5A-1m 22.0 152.1 0.4199 0.730483 0.0007 1.27 4.66 0.1649 0.512645 0.0010 0.14 8.35 1.40 21.551 16.150 41.059 
UJ-5A-2f 68.3 151.0 1.318 0.781290 0.0010 0.52 2.05 0.1535 0.512503 0.0012 -2.64 8.50 1.49 25.725 16.690 45.768 
11UJ-16 159.3 68.2 6.860 0.857993 0.0008 3.41 19.2 0.1075 0.511327 0.0010 -25.58 -2.69 2.47 21.408 15.994 41.068 
11 UJ-17 470 .7 66.3 21.49 1.184635 0.0007 6.82 38.2 0.1080 0.511309 0.0011 -25.92 -3.15 2.51 17.614 15.541 38.351 
11UJ-18 167.9 166.5 2.939 0.784431 0.0009 5.97 32.6 0.1109 0.511271 0.0007 -26.67 -4.66 2.63 21.732 16.100 40.531 
11UJ-19 228.8 101.1 6.655 0.873764 0.0008 10.9 66.4 0.0995 0.511332 0.0010 -25.47 -0.51 2.30 17.861 15.626 38.894 
8uncheon granite gneiss 
UJ-7 272.5 90.9 8.900 0.973263 0.0008 4.76 31.3 0.0919 0.511432 0.0010 -23.52 3.42 2.05 25.863 16.723 42.458 
11UJ-1 198.7 88.8 6.603 0.906391 0.0007 5.48 33.0 0.1004 0.511189 0.0009 -28.26 3.54 2.50 28.171 17.035 50.691 
11UJ-3 169.5 122.8 4.044 0.839307 0.0009 1.98 10.3 0.1165 0.511359 0.0009 -24.96 -4.38 2.64 17.976 15.762 39.728 
11UJ-8 244.1 96.3 7.496 0.932749 0.0008 5.76 35.0 0.0995 0.510768 0.0013 -36.48 -1 1.58 3.02 28.803 17.110 54.255 
8iotite granite gneiss 
11UJ-11 187.3 142.2 3.847 0.807621 0.0007 5.80 31.3 0.1123 0.511317 0.0009 -25.78 -4.11 2.60 17.732 15.722 40.683 
11UJ-12 107.0 685.2 0.4521 0.717689 0.0007 14.3 90.0 0.0959 0.511273 0.0009 -26.62 -0 .74 2.31 18.250 15.743 46.311 
Hongjesa granite 
UJ-6 89.4 340.3 0.7614 0.727360 0.0008 1.88 8.99 0.1264 0.511611 0.0014 -20.04 -2.00 2.51 20.558 16.002 36.720 
UJ-8 91 .7 164.4 1.621 0.755757 0.0007 7.55 35.2 0.1298 0.511631 0.0009 -19.64 -2.48 2.57 31.976 17.323 42.520 

I 11UJ-5 205.9 121.6 4.969 0.850975 0.0009 8.92 42.2 0.1279 0.511493 0.0009 -22.33 -4.67 2.74 28.086 16.915 41.964 
>þ 11 UJ-7 288.8 83.9 10.24 0.990558 0.0007 7.26 30.7 0.1432 0.511623 0.0010 -19.80 -6.09 3.03 27.783 16.800 39.273 
。 11UJ-9 217.6 181.9 3.468 0.727960 0.0009 5.70 33.6 0.1026 0.511630 0.0008 -19.66 4.52 1.98 17.179 15.518 39.048 

a Calculated after Nägler and Kramers (1998) 

b External reproducibility is below 0.1 % SD (20'), internal percision is well below 0.01 % (1 0'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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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 11Uj-9 시료를 제외한 홍제사화강암 4 시료와 흑운모화강편마암 2 

시료는 분천화강편마암과 오차범위 내에서 동일한 연대(1931 :t 110 Ma)를 정 

의하지만 인SrrSr 초기치는 다소 낮다(O.7069:t0.OO81). 호산리층 시료들은 가 

장 넓은 Rb-Sr 동위원소비 변화를 보이지만 분산이 섬한 편이다. 

3. Sm-Nd 동위 원소 조성 

표 3-2 ENd 값 계 산에 서 chondritic uniform reservoir(DePaolo and 

VVasserburg, 1976)의 143Nd/144Nd = 0.512638, 147Srn/l44Nd = 0.1967로 주었다. 

결핍맨틀(depleted mantle) Nd 모댈연대 (TDM)는 N김gler and Kramers(1998) 

에 의해 보고한다.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핍맨틀 Nd 모델연대 (TDM) ， 

즉 이들 암석을 만든 기원물질이 맨틀에서 분리된 시점은 호산리층 2 시료 

를 제외할 경우 대개 1.98 - 3.03 Ga로 시생대 말 - 원생대 초기에 해당된 

다. 호산리층 2 시료의 경우 각각 1.40, 1.49 Ga의 모델연대를 보이는데 20억 

년을 기준으로 한 ENd 값도 각각 8.35, 8.50으로 상대적으로 볼 때 매우 높 
다. 그 외 시료들은 분천화강편마암 1 시료(Uj-7)와 홍제사화강암 1 시료 

(l1Uj-9)를 빼면 음(-)의 ENd(2.0Ga) 값을 가진다(-1 1.58 - -0.51). 그림 

3-9에 분석 시료들의 Sm-Nd 동위원소 조성을 점시하였다. 이 그림에 

ENd(2.0Ga) 값을 0으로 가정한 20억년의 참고 등시선을 같이 표시하였는데 

각 암체별로 분산이 심해 등시선을 정의하지는 않는다. 

4. Pb 동위원소 조성 

그림 3-10에 분석 시료들의 때Pb/204Pb - 207Pb/204Pb, 206pbl04pb -

208pbl04Pb 관계 그림을 도시하였다 206pb쩍4Pb - 207Pbl여Pb 관계 그림에서 

다소의 분산은 있으나 대개 20억년의 참고 등시선을 따라 점시된다. 전체적 

으로는 2036:t110 Ma(MSVVD = 119), 호산리층은 2210:t290 Ma(MSVVD = 
68) , 분천화강편마암은 2021 :t96 Ma(MSVVD = 3.9), 홍제사화강암은 

1973:t180 Ma(MSVVD = 45)의 207pb_206pb 전암연대를 정의한다. 한편 20억년 

을 기준으로 기원물질의 Th/U비가 1, 3인 경우의 참고 직션을 206pbl04Pb. -

208pbl04pb 관계 그럼에 같이 표시하였다. 참고 직선의 y절편은 30으로 가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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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토의 

1. 선캠브리아기 기반암의 연대 

죽변 도폭(이종혁 외， 1993)에 의하면 선캠브리아기 기반암류는 호산리층 

- 분천화강편마암 - 흑운모화강편마암 - 홍제사화강암의 정치 순서를 야외 

관계에서 보여준다. 호산리층의 퇴적 및 변성시기에 대해서는 이번 연구에서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TDM 값이 두 사료(U]-5A-1m， U]-5A-2f)를 제외할 

경우 23억년에서 26억년 범위인 것을 볼 때 시생대 말 - 원생대 초로 짐작 

된다.0’Nions(1984) ， Allegre and Rousseau(1984)에 의하면 시생대에는 실 

제 퇴적시기와 퇴적암의 Nd 모델연대가 유사하고 원생대로 접어들면서 전자 

가 후자보다 젊어지는 경향성이 있어 1)선캠브리아기 초에 대규모의 대륙이 

만들어지고 이후 크게 대륙이 성장하지 않았거나， 2) 오래된 대륙지각과 젊 

은 대륙지각의 침식， 퇴적되는 비율이 달라졌을 가능성을 지시한다. 따라서 

Nd 모델연대는 실제 퇴적시기의 상한을 제한한다. 약 14억년 내지 15억년을 

지시하는 호산리층 두 시료의 Nd 모댈연대는 보통 가정하는 결핍맨틀(현재 
14혐d/l44Nd = 0.513114, 147Sml얘Nd = 0.222 내 외 ; Michard et al., 1985)보다 

친석원소의 결핍정도가 더 심한 맨틀에서 유래한 기원물질이 호산리층에 포 

함되었음을 의미할 수 었다. 

이번 연구에 의하면 분천화강펀마암의 Rb-Sr 연대는 1911 :t170 Ma이고 
207pb_짧Pb 연대는 2021 :t96 Ma로 오차범위를 고려하면 같은 값이다. 이번 

연구결과와 박계헌 외(1993)의 연구결과를 같이 계산하면 1933:t54 
Ma(MSWD = 54)의 207pb_짧Pb 전암연대가 얻어지며 이는 최근 보고된 

1963:t4 Ma의 저 어 콘 U-Pb 연 대 (Chang et al., 2003)와 오차범 위 내 에 서 잘 

일치한다. 이는 화강암질 전암의 207pb_ 206pb 연대가 관입시기를 지시한다는 

견해 (Moorbath and Taylor, 1985)를 지지하며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 의한 

분천화강편마암의 관입정치시기는 1933:t54 Ma로 제시하고자 한다. 결국 분 

천화강편마암에 의해 관업된 호산리층의 퇴적 시기는 1.9Ga에서 2.6Ga 사이 

로 제한된다. 

홍제사화강암의 경우 이번 연구의 자료는 Rb-Sr, 207pb_206pb법 모두 오 

차범위가 크다.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 흑운모화강편마암의 자료와 함께 해 

석할 때 두 암체의 Rb-Sr 연대는 1931:t110 Ma, 207pb_206pb 연대는 

1899:t2oo Ma(박계헌 외(1993) 자료 포함)로 일치한다. 따라서 이 암체 또한 

대략 19억년 전에 관입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정확한 연대에 대해서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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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2. 마그마 진화와 기원물질의 특징 

연구지역의 세 선캠브리아기 화강암류의 중요한 특정은 모두 

peraluminous하다는 것이다. 이는 화강암류가 Al을 과잉으로 가지는 퇴적암 

에서 유래되었거나 metaluminous한 마그마의 분별정출， 또는 마그마 과정 

후기의 휘발성분에 의한 알칼리 원소의 손실 등에 기인될 수 있는데 후술할 

Sr, Nd 동위원소적 특정을 고려할 때 퇴적 기원을 지시할 가능성이 가장 높 

다. 세 암체 모두 주원소나 미량원소 Harker 그림에서 Si02 성분의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변화를 잘 보여주지 않는다. Si02 성분이 증가함에 따라 

MgO, Fez03* , CaO 성분은 비교적 일관되게 감소하지만 다른 원소들의 성분 

변화가 체계적이지 않고 각 암체별로는 그 경향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을 고려 할 때 그는 주원소의 constant sum effect(Chayes, 1960; Aitchison, 

1986)로부터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분화에 비교적 민감한 Zr 농도나 

Rb/Sr비가 Si02 성분과는 체계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는 점을 볼 때 마그마 

분화가 각 암체의 화학조성 변화를 지배한 것은 아니다. 

이번 연구에서 분석된 분천화강편마암의 87srf6Sr 동위원소비 초기치는 

0.727:t0.017로 Hong(1985)의 값(0.7082:t0.OOO7)보다는 이 덕 원(1988)의 값 

(0.7245:t0.0095)에 가까워 퇴적기원이라는 견해(이덕원， 1988; 김형식 외， 

1991)를 지지한다. 흑운모화강편마암과 홍제사화강암의 엉Sr/잃Sr 동위원소비 

초기치는 0.7069:t0.OO81로 분천화강편마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20억년을 기준으로 한 흑운모화강펀마암과 홍제사화강암 3 시료의 얽SrfôSr 

동위원소비 초기치는 지구 생성 초기의 값으로 생각되는 BABI (basa1tic 

achondrite best initia1, 0.698990:t0.OOOO47; Papanastassiou and Wasserburg, 

1969)보다 낮아 암체 생성 이후 완벽한 폐쇄계를 이루지 못했던 것이 확실하 

며 Rb-Sr 동위원소계가 지각과정에 의해 비교적 쉽게 교란될 수 있음을 횟 

인시킨다. 즉 Rb-Sr 동위원소 자료는 분천화강편마암이 지각 기원에 가깝다 

는 사실을 지시하지만 흑운모화강편마암과 홍제사화강암의 경우 동위원소계 

의 교란 때문에 기원물질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Nd 모댈연대는 호산리층 두 시료(Uj-5A-1m， Uj-5A-2f)를 제외할 경우 

대개 20억년에서 30억년 사이 범위이다. 14억년 내지 15억년의 Nd 모넬연대 

를 보이는 호산리층의 두 시료의 경우 ENd(2.0Ga) 값(8.35， 8.50)은 Michard 

et aL( 1985)의 값을 가지는 결핍맨틀의 20억년 전 ENd 값(2.8)이나 N허g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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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Kramers (1998) 모댈의 20억년 전 ENd 값(4)보다 높다. 이러한 시료에 

대해서는 사실상 Nd 모델연대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그림 3-11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각 저장소(reservoir)의 ENd 값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결핍맨틀 

의 경우 N허gler and Kramers (1998) 모댈을 따랐다. 호산리층의 경우 26억년 

정도의 Nd 모텔연대가 가장 오래된 값이지만 분천화강편마암과 홍제사화강 

암 시료에서는 그보다 오래된 Nd 모델연대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이들 화강암류의 기원물질에 호산리층보다 더 오래된 시생대 암석이 포함되 

었음을 의미한다. Lan et al. (995)은 Nd 모댈연대에 근거하여 한반도에 시생 

대 지각이 존재할 가능성을 주장하였고 Turek and Kim(1996)은 경기육괴 

원생대 기반암에서 3294 :1:196 Ma의 upper intercept 저어콘 연대를 보고한 

바 있다. Cheong et al. (2000)과 이번 연구에서도 영남육괴 북동부 기반암을 

이루는 화강암류의 기원물질로 시생대 암석이 개입되었음은 확인된다. 그러 

나 최근 조등룡과 김용준(2003) ， 조등룡과 김유봉(2003)의 연구에 의하면 경 

기육괴와 영남육괴에 시생대에 퇴적된 암석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 그들은 

포천지역과 장계-장수 지역 기반암에 대한 SHRIMP 저어콘 연대측정 결과 

로부터 기반암의 주 퇴적시기를 약 20억년에서 18억 6천만년 사이로 제한하 

였다. 결국 영남육괴 북동부의 화강암류의 성인에 개업된 시생대 암석은 대 

부분 재동되어 현재 남아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본다. 분석된 시료 대부 

분은 음(-)의 ENd(2.0Ga) 값을 보이지만 분천화강편마암 1 시료(Uj-7) ， 홍제 

사화강암 1 시료(11Uj-9)의 값은 당시 결핍맨틀 값과 유사하다. 즉 이들 화 

강암류를 이루는 기원물질로는 기존에 존재하던 지각물질이 가장 중요하였 

지만 맨툴 물질도 일부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 존재하던 지각물질 

이 가장 중요한 기원물질이라는 점은 화강암류의 200pbl04pb - 207Pbl04Pb 

관계그림(그림 3-12)에서 Stacey and Kramers (1975) 모댈 곡선 위에 찍힌다 

는 점에서 잘 지지된다. 그림 3-12의 200pb/여Pb - 208pbl여Pb 관계그림에서 

연구 대상 화강암류들이 다양한 Th/U비를 가지는 경향을 볼 때 이들이 균 

질한 기원물질에서 유래되었거나 다양한 기원물질이 잘 혼합된 상태로 생성 

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었다. 

3. 조구조적 해석 

트라이 아스기 의 남북 대 륙충돌(Huang and Wu, 1992; Ames et al., 1993; 

1996; Li et al., 1993; Yin and Nie, 1993; Li, 1994; Emst and Liou, 1995) 

사건과 연관된 조구조적 고압변성대가 한반도를 지나는가 하는 문제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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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CHUR, 결핍맨툴(DM)， 분석 시료들의 시간에 따른 ENd 값 변화. 口; 호산리층， 

.; 분천화강편마암 0; 흑운모화강편마암 6; 홍제사화강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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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를 끌고 있으며 임진강대와 경기육괴， 옥천대 등이 유력한 충돌대의 후 

보로 검토된 바 있다(Liu， 1993; Yin and Nie, 1993; Emst and Liou, 1995, 

Chang, 1996; Ree et al, 1996).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우선 중요한 점 

은 경기육괴와 영남육괴가 남중국과 북중국 지괴 어디에 대비되는가 하는 

점이다. 최근 연구(Cheong et al., 2000; Sagong et al., 2003; 조등룡과 김용 

준， 2003; 조등룡과 김유봉， 2003)에 의하변 경기육괴와 영남육괴는 유사한 

변성연대를 보이며 각기 다른 육괴로 보기 어렵다. Cheong et al.(2ooo)은 경 

기육괴와 영남육괴 기반암의 납 동위원소 자료가 약 20억년에 해당되는 

206pbl04Pb - 207Pb/204Pb 관계직선을 보이며 Nd 모델연대도 서로 유사함을 

보고한 바 었다. 그림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 연구에서 분석된 분천 

화강편마암， 흑운모화강편마암， 홍제사화강암의 자료 역시 Cheong et 

al.(2ooo)의 20억년 관계직선상에 잘 점시된다. Sagong et a l. (2003)의 석류석 

에 대한 Pb step-leaching 연대도 20억년에서 18억년 사이로 경기육괴와 영 

남육괴의 차이가 없다. 조등룡과 김용준(2003) ， 조등룡과 김유봉(2003)의 

SHRIMP 저어콘 연대측정 결과 역시 영남육괴와 경기육괴 모두 1870Ma의 

변성작용이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고생대 화석군의 남북중국 대비 

에 의해 경기육괴와 영남육괴를 서로 다른 육괴로 보는 시각(Kobayashi， 

1966)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경기육괴와 영남육괴가 한 육괴에 해당된다면 

적어도 그 사이에 있는 옥천대를 대륙충돌대로 보기는 어려워진다. 

Nd 동위원소 조성과 모댈연대로 볼 때 경기육괴와 영남육괴 기반암은 남 

북중국 한쪽에 해당되는 특징을 명백하게 보여주지는 않는다(Cheong et al., 

2000). 그러나 전체적인 Nd 모델연대의 분포로 보아서는 두 육괴 모두 북중 

국의 특정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고 이번 연구에서도 그는 확인된다(그림 

3-13). 또한 캠브리아기 상부 코노돈트도 영월형， 두위봉형 모두 북중국의 특 

정을 보인다(Jeong and Lee, 2000). Sagong et al.(2oo3)은 경기육괴와 영남 

육괴의 변성연대 분포가 북중국 Central Zone(Zhao et 머.， 2000)과 유사하다 

는 점을 제시하였는데 사실 대략 18억 - 21억년에 해당되는 변성작용은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서 Zhao et a1.(2oo2)는 이를 로디니아 이전의 콜롬비아 초 

대륙의 생성과 연관지은 바 있다. 이상으로 볼 때 경기육괴와 영남육괴가 모 

두 북중국 블록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대륙충돌대가 한반도를 가로 

지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면적을 고려할 때 남북중국 블록과 한반 

도의 비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남중국의 일부(예를 들어 Hubei 지역)는 경 

기육괴나 영남육괴의 분석 자료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기도 한다(Chen and 

J빼n， 1998). 이 문제는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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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월성원전 해안단구층의 형성시기에 대한 재검토 

제 1 절 연구 배경 

최근 한반도 동남부에서 발견된 제4기 단층들(이봉주 외， 1999a, b; 장태 

우， 2001 , Lee and Schwarcz, 2(01)은 한반도가 과연 전통적 인 시 각대 로 지 

진의 안전지대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이 단층들은 인접한 원 

자력발전소의 부지 안정성 평가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큰 주목을 받아왔다. 

특정한 지구조적 요소로부터의 지진 안정성은 연대측정 결과가 없으면 과학 

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반도 동남부에서는 방사성 탄소 연대측정 

이나 우라늄계열 비평형 연대측정에 적용될 수 있는 유기물 화석이나 산호 

가 잘 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연대측정의 범위가 방사성 탄소 연대측정 

범위를 넘는 경우가 많아 연구에 큰 어려웅을 겪어 왔다. 광여기루미네선스 

연대측정(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OSL)은 이 런 환경에서도 비교 
적 쉽게 연대측정의 대상물질인 석영이나 장석을 구할 수 있고 연대측정의 

범위가 수십만년을 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Murray 

and Ol1ey, 2002; Cheong et al., 2(03). 
한반도 동남부에는 침식형 해안단구가 체계적으로 분포한다(그림 4-1). 

이 해안단구들의 변위를 조사하여 제4기 단층의 운동시기를 제한할 수 었다 

는 가능성 때문에 그 형성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최근 OSL 연대와 테프라 
연대가 일부 보고되었지만(Inoue et al., 2002; Ree et al. , 2(03) 아직까지 이 
들 해안단구의 형성시기에는 논란이 많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존에 보고된 

OSL 연대측정 결과를 재검토하고 해안단구 고도의 대비를 통해 그 연대를 

새롭게 해석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해안단구의 지형과 제4기 단층 

Kim(1973)의 연구 이후 한반도 동남부 해안단구에 대해 그 형성 시기는 

물론 체계적인 분류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엄창복 외 (2003)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한반도 동남부의 해안단구는 고도 체계에 따라 3개의 block으로 

나누어지며 가운데 block에 분포하는 해안단구의 고도는 위， 아래 block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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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수렴단층 OSL 시료 채취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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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단일시료재현법(SAR법)의 실험과정 (Murray and Wintle, 20ü0a). 

Step Treatmenta Observedd 

1 실험실 조사， Di 

2 
열전처리b 

(160-30()"C 에서 10초) 

3 
OSL 측정c 

Li 
(125 0C 에 서 40초) 

4 실험실 조사， Dt 

5 
열전처리b 

(160-220
0

C 에서 0초) 

6 
OSL 측정 

Ti 
(125 "C에서 40초) 

7 1의 과정반복 

a 자연시료에 대해서는 i=O 따라서 Do은 시료가 퇴적된 후 받은 방사량을 의미한다. 

b 열전처리 후에는 시료들을 60t미만으로 식힌다.5의 과정에서는 시험방사량에 따른 TL 

신호가 관찰이 된다. 

c OSL 측정시간은 여기광원의 세기와 파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 실험에서는 

blue-LED가 사용되 었다. 

d Li와 Ti는 isotherrnal TL 감쇄콕선 중 최초 0.8초 동안의 count수에서 마지막 4초를 배경 

치로 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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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과연 0인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한다(R4， recuperation 혹은 회귀현상)， 

5번째 과정에서는 시험방사선조사에 따른 루미네선스값을 이용해서， 시료의 

민감도 변화가 제대로 보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첫 번째 재현조사량과 

같은 크기의 조사량을 시료에 가한다(Dl=Ds) ， 이렇게 해서 구해진 Rs를 Rl 

과 비교하여 민감도보정의 정확도를 점겸한다(Rs/Rl ， recycling ratio) , 이러 

한 과정으로 만들어진 성장곡선위에 자연루미네선스 선호값을 내삽하여 등 

가선량을 구하게 된다. 이론적으로 회귀현상은 0에 가까울 수록， recycling 
ratio는 1.0에 가까울 수록 등가선량 측정이 정확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림 4-3의 성장곡선은 수렴단구 시료SU-5의 등가선량을 구하기 위하여 만들 

어졌으며 (260
0

C/10초 열전처리， 220
o

C/0초 시험방사선 열전처리)， 300Gy까지 

방사량포화현상을 보이지 않으므로 300Gy 미만의 등가선량을 무리없이 구할 
수 었다. 

단일시료재현법이 수렴시료의 등가선량을 구하는데에 적합한 실험방법인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SU-1시료를 이용하여(그림 4-4) dose recovery test 

를 실시 하였다(Choi et al., 2003a; Cheong et al., 2003; Murray and Wint1e, 

2003) , 이 실험에서는 청색광원으로 시료를 100초간 여기하여 루미네선스 신 

호를 O로 만든 후， 일정한 크기의 방사량(85Gy， 170Gy, 255Gy, 340Gy)을 시 

료에 조사했다. 이 실험실 방사량들을 미지의 값으로 하여， 단일시료재현법 

을 통해 주어진 실험실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지 확인하였다. 그림 4-4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실 방사량들은 모두 정확히 측정되었으며， 이는 

단일시료재현법이 수렴단구시료의 연대측정에 적합하며， 또한 등가선량 측정 

에 사용된 실험조건(260 'C/10초 열전처리， 220
o

C/0초 시험방사선 열전처리)이 

적합했음을 의미한다. 

3, 연간방사선량 결정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설치된 감마스펙트로메터를 사용한 

연간방사선량 결정시 222Rn escape는 약 20%로 가정하였다(Olley et al., 

1996), 실험실에서 석영을 불산으로 한 시간 정도 처리하였기 때문에， 

석영입자의 바깥층 약 10μm정도가 에칭 (etching)되었고， 따라서 알파입자의 

기여로 석영에 축적된 루미네션스 선호는 고려하지 않았다. 

우주션 량(cosrnic ray)은 Prescott and Hutton(1988, 1994)에 따랐고 

최종적인 연간선량은 시료의 수분함량에 대한 보정과 불산의 에칭으로 

손실된 선량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Zimmerrnan， 1971),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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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량(85 Gy, 170 Gy, 255 Gy, 340 Gy)을 조사하였다. 이 실험실 방사량은 단일시료재현법으 

로 정확히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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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SL 연대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수분함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수렴단층 

노두 시료(SU-2， SU-2, SU-3, SU-4)의 OSL 연대는 92 :t ll ka에서 68:t4 ka 

범위이다. 현재 포화수분함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OSL 연대는 20% 내지 

18% 가량 증가하여 104:t12 ka에서 77:t5 ka 범위이다. 다른 노두 1 

시료(SU-5)의 OSL 연대는 현재 수분 기준 87:t9 ka(현재 포화수분 기준 

103:t12 ka)로 단층노두 시료에서 얻어진 범위 내에 들어간다. 

제 5 절 토의 

1. OSL 연대의 과소평가 효과 

지표에 수십 m 이상 고도로 노출된 해안단구는 그 자체가 융기의 

증거이다. 중기-후기 플레이스토세 동안 해수면이 현재에 비해 그 정도로 

높았던 적은 없었다고 잘 알려져 었다. 뉴질랜드와 같이 (Berryman， 1993) 

융기속도가 매우 빠르지 않다면 해안단구는 간벙기의 연대를 가져야 하며 

이는 월성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Choi et al.(2003a, b)는 월성지 역 소위 2단구의 OSL 연대를 구하는 

과정에서 등가선량의 측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과학적인 요소를 보정하고 

71ka에서 48ka어1 이르는 OSL 연대를 보고한 바 있다. 그들이 구한 연대는 

현재 수분함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따라서 최소 퇴적시기를 지시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해안단구가 과거 해변에 머물러 있을 당시에는 

포화수분의 지배를 받아 자연방사능의 감쇄효과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Tan하‘a et al., 1997). 그러나 Choi et aL(2003a, b)의 OSL 연대에 

미치는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시료의 현재 

수분함량(평균 16%)과 포화수분함량(평균 26%)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4-5에 수분함량이 OSL 연대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었다. 

자연축적선량이 180Gy 수준일 때 수분함량 10% 차이는 OSL 연대에 10% 

이하의 차이로 나타난다. 또한 현재 해변 모래의 포화수분함량이 대개 30% 

미만으로 Choi et aL(2003a, b) 시료의 현재， 또는 포화 수분함량과 

유사하므로 수분함량의 변화에 따른 OSL 연대의 과소평가 효과는 크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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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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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수렴단층 시료 OSL 연대측정 결과. 

SampleWatm- content Water content Total dose Total dose 
De OSLAge1, e OSLAge 2.e rate 1 rate 2 (n) (present, wt.%) (saturated, wt.%) (GY'ka.1) (Gy'ka.1) (Gy) αa) (ka) 

SU-1 26 38 2.56#).03 2.27:lo().04 17501: 11 15 68土4 77土5

SU-2 26 38 2.56土0，03 2.27土0，04 191 01: 11 9 75土4 84土5

SU-3 26 38 2.56#),03 2.2701:0.04 236土28 12 92土11 104土12

SU-4 28 41 2.65土0.05 2 .3 8土0.05 23001:8 15 87土3 97土4

SU-5 25 59 2.0001:0.04 1.6901:0,03 174土19 12 87土9 103土12

a Data from high-resolution gamrna-specσomeσy were converted to infinite rnaσix dose rates using the 
b conversion data presented by O1Iey et aI. ( 1996) 

The natural dose rate was ca1culated using the water content attenuation factor (H) given by 
Zimmerrnan (1 971), and conσibutions from cosrnic rays were included using the equations given by 
Prescott and Hutton (1994) 

I Values ca1culated based upon present water content 
2 Values ca1culated based upon saturated water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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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갈층의 경우 OSL 연대의 수분함량 

변화효과는 매우 클 수 있으며 Choi et aI.(2003a, b)이 OSL 연대를 구한 

모래층 시료의 30cm 이내에 근접한 자갈층이 있어 그 효과가 다소 더 커질 

개연성은 남아 있다， MIS(marine isotopic stage) 개념에서 볼 때 2단구의 

OSL 연대에 가장 근접한 간빙기는 MIS 5a인 80ka이다. 비록 Choi et 

aL(2003a, b) OSL 연대가 48ka까지 보고되었으나 수분함량 변화에 따른 

다소의 과소평가 효과를 고려하고 65ka까지 해안단구 산호 연대가 보고되고 

있다는 점 (Muhs， 1992)을 주목할 때 결국 2단구의 퇴적시기는 MIS 5a로 

결론지어 진다. 

수렴단층 지역의 OSL 연대는 현재 수분함량을 기준으로 92 :tll ka에서 

68:t4 ka 범위이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최소 퇴적시기로 제안된다. 일견 

SU-1, -2, -3 시료의 경우 층서적인 순서에 맞게 OSL 연대가 보고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SU-1 시료의 상위에 단층 상반의 앨로패인 

교결층(SU-4) 연장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SU-4 시료의 연대가 보다 

젊어야 하지만 OSL 연대측정 결과는 표 4-2에서 보듯 SU-4 시료가 

상대적으로 더 오래되었다. 수렴단층 노두 시료의 자연축적 선량 자료에 

문제가 없다는 점은 이러한 점은 SU-1 시료에 대한 dose recovery test 

결과가 성공적이라는 점에 의해 지지된다(그림 4-4) , 성공적인 앨로패인 

교결층인 SU-4 시료와 모래-자갈층인 단층하반 시료의 풍화 차이에 기인된 

것일 수 있다. 자갈층의 경우 OSL 연대의 수분함량 변화 효과는 매우 클 수 

있지만(Tanaka et al., 1997)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는 풍화로 

인해 수렴단층 지역 시료의 조직이 변해 과거 해변에 머물던 시기의 

포화수분함량을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분명한 사실은 2단구의 

퇴적시기가 MIS 5a에 해당된다면 그 상위에 위치하는 수렴단층 지역 

해빈층의 퇴적시기는 그보다 앞선 간빙기의 연대를 지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Ree et aL( 2(03)은 수렴단층 노두 해빈층에 대해 58ka에서 32ka의 OSL 

연대를 보고하였지만 test dose의 열전처리 조건(cut-heat)이 1800C로 낮다는 

문제 점 이 었다， Choi et al.(2003a, b)은 1800C보다 높은 chu-heat 

온도조건(2200C)을 주어야 정상적언 등가선량을 재현함을 보인 바 있으며 

이번 연구의 실험 조건도 그와 같다. 더 심각한 Ree et al. (2003) 자료의 

문제점은 제4기 해수면 변동과의 불합치성이다. 만약 수렴단층 지역의 

해빈층이 58ka에서 32ka에 해당된다면 그 하위에 탁월하게 분포한 2단구의 

형성시기는 어느 간빙기로 놓아야 하는가? 또 그 기간 동안 예상되는 수십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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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규모 이상의 해수면 변동(Chappell and Shackleton, 1986) 동안 수렴단층 

노두가 해수면 변동을 따라 융기 내지 침강하며 연속적인 퇴적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2. 단구 고도의 대비에 의한 연대측정 

수렴단층 노두 해빈층의 OSL 연대는 다만 최소 퇴적시기를 지시할 

뿐이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2단구의 퇴적시기가 MIS 5a에 해당된다면 

그 상위에 위치하는 해안단구층의 퇴적시기는 그보다 앞선 간빙기의 연대를 

지시할 것이다. Choi et a1.(2002)은 3단구로 추정되는 수렴 지역 약 40 km 

북쪽의 용한리 고사구층에서 약 100ka의 OSL 연대를 보고한 바 있는데 

이는 고사구층 하위에 있는 해안단구 퇴적층의 최소 퇴적시기를 제시한다. 

비록 용한리 지역과 수렴 지역 해안단구의 연장에 대한 야외지질조사가 

남아있으나 이 자료는 수렴단층 노두 해빈층의 퇴적시기가 최소한 MIS 

5c보다는 오래되었을 가능성을 지시한다. 따라서 수렴단층 노두 해빈층의 

퇴 적 시 기 는 MIS 5C( 약 100ka). MIS 5e( 약 125ka). MIS 7( 약 200ka) 등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단구의 고도에 의한 대비를 통해 

퇴적시기를 제한한다. 

지표에 노출된 해안단구의 고도 자료로부터 충분한 절대연대 측정 결과 

없이도 단구의 형성시기를 추정할 수 었다(Muhs. 2000). 이러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고해안선에 수직한 방향의 일정한 융기율을 가정한다. 수렴 지역 

해안단구의 고도는 고해수면 변동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높지 

않다. MIS 7(약 200ka). MIS 9(330-310 ka)의 고해수면은 지금과 거의 

동일하였고(Stirling et al., 2001; Muhs et al., 2(02) MIS 5e의 고해수면은 

현재보다 6m 정도 높았다고 알려져 있다(Harmon et 머.， 1983; Chen et al., 

1991). Muhs et a1.(2002)에 정리된 대로 MIS 5c, 5a의 고해수면 수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지리적인 근접성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Ota and 

Omura(1992)를 따르기로 한다. 그들은 일본 하테루마 섬의 자료로부터 MIS 

5c 해수면은 지금보다 3m 낮았고 MIS 5a 해수면은 지금과 같았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이러한 고해수면 수준을 근거로 한 융기량과 가정된 단구의 연대를 그림 

4-6에 표시하였다. 이 그림에서 가정된 연대가 맞고 일정한 융기율이 유지된 

경우 직선이 잘 형성되고 그 직선은 원점을 지나야 한다. 그림 4-6에서 MIS 

9보다 오래된 간빙기는 고해수면 정보나 간빙기의 지속시간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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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부족하여 고려하지 않았다. 2단구를 MIS 5a로， 수렴단층 노두에 

해당되는 3단구 고위면을 MIS 5e로 보는 경우 직선이 원점 근처를 지나고 

직선성 (R2)은 0.972이다. 다소 분산되는 것은 아마도 고해수면의 

불확실성때문으로 보인다. 2단구를 MIS 5e로， 3단구 고위면을 MIS 7으로 

보는 경우 직션의 y절편은 음(-)의 값을 가지며 직선성도 좋지 않다(R2 
= 

O.잃5). 만약 2단구를 MIS 5e로， 3단구 하위면을 MIS 7으로 보는 경우 

직선성이 나쁘지는 않다(R2 
= 0.966). 하지만 그 경우 수렴지역의 해빈층 

퇴적시기는 약 32만년인 MIS 9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수렴지역 

해빈층의 연간방사선량율이 0.55 mGy/y로 비현실적으로 낮아야 하므로 

이러한 가정은 성립되기 어렵다. 또 그 경우 2단구 하위에 MIS 5c, 5a에 

해당되는 단구면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지만 수렴 지역에서 최하위 홀로세 

단구 외에 2단구 하위의 단구면은 보고된 바 없다. 결론적으로 단구의 고도 

대비 결과를 볼 때 2단구가 MIS 5a, 3단구 고위면이 MIS 5e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융기율은 0.266 m/ka로 계산된다. 이러한 융기율은 전통적인 

시각에 비해 높은 값이지만 제4기 단층이 수렴， 읍천 지역에 국한되어 

발견되고 있는 지질학적 상황을 함께 고려한다면 후기 플레이스토세 동안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구조적으로 활동적이었다는 점을 지시한다. 

수렴단층이 2단구를 변위시키지는 않았으므로 최소한 지표단층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지역의 최후 단층운동 시기는 125ka에서 80ka 사이일 것이다. 

2단구가 MIS 5a에 해당된다면 최근 Inoue et a1.(2oo2)이 발표한 정자리 

지역의 Ata 테프라는 재동되어 시간지시자로서는 무의미할 수 있다. 사실 

Ata 테프라 자체의 연대도 해안단구의 대비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서 (Machida， 1999) 정량적인 절대연대 자료에 의한 확인이 필요하다. 

제 6 절 요약 및 결론 

OSL 연대측정 결과를 재검토하고 단구의 고도를 대비한 결과 수렴 

지역의 2단구는 MIS 5a( 약 80ka) , 수렴단층이 절단한 3단구 고위면은 MIS 

5e(약 125ka)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융기율은 0.266 m/ka로 계산되어 후기 

플레이스토세 동안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구조적으로 

활동적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표단층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지역의 

최후 단층운동 시기는 125ka에서 80ka 사이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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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테프라연대측정학 방법론과 적용 

제 1 절 개요 

테프라(tephra)는 짧은 시간 안에 퇴적되므로 테프라층은 상하 지층의 대 

비에 건층(key bed)으로 사용될 수 있어 지형 발달순서를 결정하는데 사용 

될 수 있고， 지층연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된다. 

테프라를 층서 대비에 이용한 초기 선구자는 아이슬랜드의 

Thorarinsson (1없4)이다. 그 후로 북미(Izett， 1981; Sarna-Wojcicki et al., 

1987; Perkins et a1., 1998), 유 럽 (Bogaard and schmincke, 1985; Ðugmore 

et al., 1995; Pelcher et a1., 1995), 일 본(Machida and Arai, 1992), 아프리 카 

(Sarna-Wojcicki et al., 1985), 남극(Pa1ais et 머.， 1988), 뉴질 랜드(Froggatt 

and Lowe, 1990) 등지에서 테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테프라층을 울릉분지 해양 퇴적층서 연구에 이용하였고 

(Chun et al., 1997; 천종화 외， 1998), 한반도 내륙， 제주도， 동해에서 산출되 

는 화산유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일본 지질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Machida et al., 1983; Machida and Arai, 1983; Furuta et al., 1986; 

Machida and Arai, 1992). 그러나， 이들 연구는 단순히 화산유리 (volcanic 

glass shard)의 굴절률을 측정하여， 일본의 테프라층에 대비하는 초보적 단 

계의 연구에 그쳤다. 

제 2 절 테프라의 특성 

1. 테프라의 분류 

화산에서 분출되는 물질은 크게 용암Oava flow)과 화산쇄설물 

( volcaniclastic)로 구분된다. 화성쇄설물(pyroclastic)은 화산쇄설물 중에서 본 

원 마그마에서 유래된 쇄설물을 말한다. 테프라(tephra)는 화산에서 분출된 

모든 화성쇄설물(pyroclastic)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쇄설성 퇴적물들은 형성기원에 따라 화성 쇄설성 낙하 퇴적물 

(pyroclastic-fall deposits)과 화산 쇄설류 퇴 적 물(volcaniclastic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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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osits)로 구분한다(그림 5-1). 화성 쇄설성 낙하 퇴적물은 화산을 통해 

분출된 테프라들이 화산 구름의 형태로 대기로 이동되다가 낙하 퇴적된 것 

이다. 입자가 큰 테프라는 분출구 주변에 쌓이나， 입자가 작은 것들은 수십 

krn에서 수천 krn까지 대기 중에 운반되어 쌓인다. 화산 쇄설류 퇴적물은 마 

그마 내부의 가스， 지표면 부근의 지하수와 화산 쇄설류가 혼합되어 형성된 

흐름(flow)을 통해 퇴적된 것을 말한다. 이중 화성 쇄설성 낙하 테프라는 화 

산폭발과 동시에 화산구름(volcanic cloud)의 형태로 대기 중에서 이동되다가 

수 시간에서 수일에 걸쳐 지표에 퇴적되어 쌓이게 된다. 이렇게 퇴적된 테프 

라 층은 건층(key bed)으로 사용된다. 

테프라는 입자의 크기와 성분에 따라 분류된다. 입자의 크기에 따른 분류 

는 화산진(dust) ， 화산재 (ash) ， 화산력 (lapilli) ， 그리고 화산탄(bomb)으로 분류 

된다(그림 5-2). 기원 마그마의 성분에 따라 테프라는 유문암질에서 데사이 

트질(78-65% Si02) 테프라와 안산암질에서 현무암질(65-50% Si02) 테프라 

로 구분된다. 후자의 경우는 화산폭발력이 약하여 테프라의 분포범위가 화구 

(vent)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전자의 유문암질 테프라는 그 분포범 

위가 수 천 krn까지 이르러 광범위한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여 테프라 연구 

에 주로 사용된다. 

테프라는 부석 (pumice) ， 화산유리 (volcanic glass shard) , 결정질(mineral 

cηstals)로 구성되며(그림 5-3) 화산폭발 이전에 존재하던 암석들이 테프라 

와 함께 운반 퇴적된 암펀Oithic fragments)이 있는 경우도 있다. 

가.부석 

가볍고 다공질의 부석은 산성인 경우에 부석 (pumice)라고하고， 염기성인 

경우에는 스코리아(scoria)라고 한다(그림 5-3a). 부석은 대부분 가벼운 다공 

질 화산유리로 구성되어 있고 물에 뜬다. 

나.화산유리 

화산유리 (volcanic glass)는 화산에서 고화되지 않은 액상상태로 분출되어 

급속한 냉각을 통해 마그마의 화학성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고화된 화 

산 유 리 는 모 양에 따라 platy, blocky, ribbed, bubble-wall, 

bubble-wall-junction, slightly vesicular로 나누어 진다(그림 5-4). 화산유리 

는 작은 결 정 (mineral crystals)들을 포함 하는 경 우， 결 정 의 크기 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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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테프라는 기원에 따라 화성 쇄설성 낙하 테프라 (pyroclastic-fa1I) , 화성 쇄셜류 
(pyroclastic-flow) , 그리고 용암 (]ava flow)으로 분류 된다. 

Pyroclastic fragments ,.,‘ 
B1ock and bombs - , 

64mm --
Lapilli 든 
2 mm -----
Ash 、

1116 mm ------ }、
Dust J “‘ 

l↓.강. 
폼찌 .. 

• 홉I i • 

그림 5-2. 입도에 따른 화산 쇄설성 테프라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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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화성 쇄설성 낙하 퇴적물에 포함된 테프라는 a) 부석 (pumice) , b) 결정질 

(minera! crysta]) , c) 화산 유리 (volcanic g!ass)로 나누어진다. 

m 



microlites, microphenocrysts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그림 5-4) , 화산유리의 내 

의 기 공들은 bubble-type, 혹은 tabular 모양을 지 닌다(그림 5-5) , 화산유리 

는 탈유리화(devi trification)되기 쉽고 불산에서 오랫동안 방치 되었을 때 그 

림 5-4와 같이 특이한 모양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다. 결정질 

결정질 (mineral crystaD은 화산 분출이전에 마그마 내에서 형성된 것이 

다. 유문암질 마그마 기원의 결정들은 석영， 장석， 미사장석， 흑운모， 각섬석， 

휘석， 언회석， 저어콘， 자철석， 티탄철석 등이 었다(그림 5-3b) , 이보다 염기 

성언 데사이트(dacite)질 마그마 기원의 결정질은 위에 언급한 결정들 중에서 

석영과， 미사장석을 제외한 결정들과 사장석이 대부분이다. 드물게 부구성 

광물(accessory mineraD로는 allanite, chevkinite, cummingtonite, fayalite, 

sphene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테프라에 소량 포함되어 있는 암편Oithic fragment)들은 오래된 마그마나 

화산 주변의 이질 기원 성분(accident머)이다. 그러나 부석， 화산유리， 결정질 

은 동원 마그마에서 유래된 물질이고， 마그마 자체의 물리 • 화학적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물질이다. 또한 화산유리는 화학조성이 균질하고， 본원 마그 

마의 화학성분을 대표할 수 있는 특징 때문에 테프라 연구에 가장 많이 사 

용된다. 

2, 연구 분야 

테프라를 이용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테프라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마그마의 물리적， 화학적 특정을 알 수 

있으며， 화산활동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테프라층의 연구는 

지층 대비와， 지형 발달 순서 결정， 연대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최근 테 

프라를 통한 연구는 후자의 것에 연관되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가. 지층대비 

야외에서 지층의 층서를 확립하는 것은 지질 조사의 가장 기본이다. 테프 

라 중에서 입자가 작은 화산회는 수천 km까지 이동하여 퇴적되므로， 광대한 

지역에서의 층서대비에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건층(key bed)으로 사용되는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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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모양에 따른 화산유리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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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기공의 모양에 따른 화산유리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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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회층은 육상에서 뿐만 아니라 해양 퇴적층에서도 층서 대비에 사용된다 

(그림 5-6). 

나. 지형 발달순서와 연대결정의 기준 

단구(terrace)와 같이 순차적인 발달양상을 보이는 지형의 형성연대를 추정 

할 때에 테프라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제4기 단층들이 테프라 층을 절단하고 

지나가는 경우에는 테프라 층의 형성 연대를 밝힘으로써 상대적인 단층 활 

동 연대를 유추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테프라층 위에 유적지가 발견 

되는 경우， 테프라층의 연대를 통해 유적의 연대를 유추할 수 있다 

제 3 절 연구 방법 

테프라 연구는 표 5-1과 같이 야외조사(Field characteristic)와 결정질 

(Mineral grains), 화산유리 (Volcanic glass)의 기 재， 화학 분석， 연대측정 방 

법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실내에서 화산유리의 분리， 세 

척， 감정을 하게 된다(그림 5-7). 

1. 야외 조사 

야외에서 시료는 테프라층의 두께와 테프라 입자의 크기를 고려하여 채 

취하여야하나， 일반적으로는 1 kg의 시료를 채취한다. 만약 저어콘(zircon)과 

같은 결정질이나 화산유리를 이용해 연대측정을 할 경우 2-3 kg 정도의 시 

료가 필요하다. 야외에서 테프라 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햇볕에 반짝이는 

화산유리의 성질을 이용하기도 한다. 테프라 층은 Marl, Diatomite, Soi1 

carbonate9} 혼동하기 쉬우므로 야외에서 10% HCl과 루베을 휴대하여야 항 

시 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산에 서 분출된 근거 리 (50 km 이 하) 낙하 테 프라(ash fall tephra)는 하 

부층과 분명한 경계를 이루며 퇴적되고 테프라 입자가 점이적인 관계를 보 

이며 퇴적된다. 화산분출구에서 근거리에 퇴적된 테프라 층은 두께가 두껍고 

부석 (pumice/ scoria) , 화산유 리 (volcanic glass) , 결 정 질 (mineral crystals)을 

고루 포함하고 있어 층서 암석학적 기재를 통해 쉽게 근원지의 화산에 대비 

할 수 있다. 화구에서 거리가 멸수록 테프라 층은 앓아지고， 결정질 (mi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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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중액으로 사용되는 것은 크게 Methylene iodide(CH212) , Zinc 

brornide(ZnBrz) , 그리 고 Sodium polytungstate hydrate(SPT; 3Na2W04' 

9W03' H20)가 있다. 

SPT(Sodium polytungstate hydrate): SPT는 무독성 이 므로 사용하기 적 당하 

나， 가격이 비싸다. SPT는 미세한 가루로 되어 있으므로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될 수 있으므로 SPT 중액을 다룰 때에는 마스크와 장갑이 필요 

하다. 분말상태의 SPT를 200 C 정도의 열판(hot plate) 위에서 증류수 

(distilled water)에 용해하여 사용한다. SPT 중액의 비중이 적당한지는 마지 

막 단계에서 부표(f1oat)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비중의 비 

중액은 표 5-2에 지시되어 있는 SPT 분말의 양과 증류수의 양을 참고하여 

만든다. 

표 5-3은 테프라 중에 포함된 화산유리와 대표적인 결정들의 비중치를 

나타낸 것이다. 만약 화산유리를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석영， 장석과 같은 

결정들로부터 분리하고자 한다면 2.4 g/cm3의 비중액을 만드는 것이 적당하 

다. 비중 차에 의해 분리된 부분들은 거름종이 (Whatman. cat. No. 1004 150) 

를 이용하여 분리하고 분리된 비중액은 회수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 

림 5-9). 회수된 비중액은 증발시켜 건조하거나， 2차 증류수를 첨가하여 재활 

용 할 수 있다. 회수된 비중액의 비중 치를 확인하기 위해 부표(float)를 사 

용할 수도 있고， 간단히 부표대신 석고(gypsum， 2.4 g/cm3)와 석영 (2.65 

g/cm3)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때 회수된 비중액에 2차 증류수를 첨가하여， 

비중액이 석영은 비이커 바닥에 놓언 상태， 석고는 부유 되는 지점인 2.4 

glcm3 에서 2.65 glcm3 사이가 되게 한다. 이것을 다시 석영과 장석에서 화 

산 유리를 분리하는 비중액으로 사용한다. 

기 타 비 중 액 : 그 외 Methylene iodide(CHzI2)와 Zinc brornide(ZnBrz)가 널 리 

쓰이는데 가격이 SPT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러나 이러한 중액들은 

유독성이므로 후드 안의 작업이 필수적이다. 

석영 (2.65 glcm3), 장석 (2.54-2.76 glcm3)으로부터 화산유리 0，9-2.2 

g/cm3)를 분리하기 위한 비중액은 Methylene iodide(CH2!z, 3.30-3.33 

g/cm3)와 Acetone(CfuCOCfu, 0.79 g/cm3)을 혼합하여 만들거나(비중 2.4 

g/cm3
), Zinc brornide(ZnBr2, 2.3 g!cm3)를 직 접 사용한다. 

3. 화산유리의 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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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xy 
disk 

•.. Cutting plane 
Scotch tape 

그림 5-10. EPMA 분석에 사용되는 a) 슬라이드 글라스(slide glass) 방법과 b) 에폭시 디스 

크(epoxy disk) 방법. 

그림 5-11. a) Carbon coater, b) EPMA(SX -51 , Carn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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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폭시 디스크 방법 

a) 드릴을 이용하여 5 rnm 깊이의 구멍을 뚫는다(그림 5-10b). 

b) 에폭시 디스크 한쪽 면에 스카치테이프(scotch tape)를 붙인다. 

c) 화산유리나 결정들을 구멍에 넣어 스차치테이프에 부착시킨다. 

d) 열판 위에 에폭시 디스크를 올려놓고， 기포가 생기지 않게 에폭시를 구 

멍 안에 넣는다. 

e) 하루정도 상온에서 건조한다. 

f) 스카치테이프를 제거한 후에 # 1200, #4000의 사포와 다이아몬드 페이스 

트를 이용하여 연마한다. 

나. 분석조건 

그림 5-11b는 화산유리나 결정들의 주성분 원소 분석에 이용되는 한국기 

초과학지원연구원의 CAMECA SX -51 EMP A(Electron Probe Electron 

Analyser) 이 다. 

화산유리와 결정질들의 원소분석은 몇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알칼리 원소(Na， K)는 분석하는 동안 전자 빔 (electron beam)에 의해 이동될 

수 있다. 특히 비결정질의 화산유리들 안에서 알칼리원소(Na， K)의 이동은 

보다 쉽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사항 

들을 고려해야 한다. 

1) 기존의 1-3 J1ffi 빔크기보다는 10 때 이상의 빔크기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2) 기존의 15 nA의 전류 값보다 낮은 8-10 nA의 전류값을 적용해야 한다. 

3) 기존의 10-30 sec 정도의 분석 시간 보다 짧은 10 sec 이하의 시간을 주 

어야 한다. 

위의 방법들을 통하여 화산유리에서의 알칼리원소(Na K)의 이동을 줄일 

수 있으나， 반면에 이들 원소의 분석적 오차를 증가 시킬 수 있는 단점이 었 

다. 따라서， 여러 시료에 대한 반복적인 분석이 필수적이다. 분석오차와 알칼 

리금속의 이동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10 μm， 15 Kv, 10 nA의 분석 조건이 

적당하다. 

비결정질인 화산유리는 쉽게 수화되는 경향이 있다. EPMA를 이용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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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분석 결과는 수화된 정도에 따라 총량이 91-99%의 다양한 범위에 놓 

이게 된다(Shane， 2000). 그러므로 이들 자료는 100%로 표준화를 시켜야 한 

다. 비결정질의 화산유리는 쉽게 변질되어 K는 부화되고 Na은 결핍되는 양 

상을 보이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서는 신선한 화산유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 

다. 

EPMA 분석에 사용되는 표준물질 (standard material)은 분석하려는 시료 

와 유사한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화산유리 분석에 

사용되는 표준물질은 obsidian, glass standard가 적당하고 결정질들은 유사 

한 결정구조를 같은 표준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4 절 동남해안의 테프라 

1. 한반도 인근의 화산 활동과 화산재층 

한반도에 분포하는 제4기 화산-화산재층은 전기 플라이토세 (Early 

Pleistocene; 2.6 Ma -800 ka) , 중기 플라이토세 (Middle Pleistocene; 800 k 

a-125 ka), 후기 플라이토세 (Late Pleistocene; 125 ka -10 ka) , 홀로세 

(Holocene; 10 ka)로 크게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표 5-4). 

일본 열도에서 발견되는 전기 플라이토세 시기의 화산-화산재층에는 

Shishimuta-Azuki tephra(Ss-Az; 850 ka), Shishimuta-Pink tephra(Ss-Pnk; 

99O:t30 ka)가 있다(Machida， 1999)(표 5-4). 이들 화산-화산재층은 일본 구 

슈(Kyushi)와 동부 혼슈(Honshu)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한반도에서는 발견 

되지 않는다(그림 5-12, Machida, 1999). 

중기 플라이토세 시기의 화산-화산재 층에는 Ata-Toihama 

tephra(Ata-Th), Aso-1 tephra, Kakuto tephra(Kkt), Kobayashi-Kasamori 

tephra(Kb-Ks)등이 있다(표 5-4). 이들 화산-화산재층은 구슈(Kyushi)와 중 

동부 혼슈(Honshu) 지역에 분포한다(Machida， 1999)(그림 5-13). 이것 또한 

한반도에 서 관찰되 지 않는다. 

후기 플라이토세의 화산재층은 일본의 육상과 해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 

고， 그 양이 상당히 많다(그림 5-14). 이 시기의 화산-화산재층은 

Aira-Tanzawa tephra(AT), Kutcharo-Shoro(Kc-Sr), Shikotsu-1 

tephra(Spfa-1) , Daisen-Kurayoshi(DKP) , Aso-4 tephra, Kikai-Tozurahara 

tephra(K-Tz), Ontake- l(On-pm1) , Ata tephra, Toya tephra, Aso-3 tephra, 

% 



표 5-4. 한반도 인근 지 역의 제4기 화산재층(Machida， 1999). FT: fission track, KA: K - Ar, 

MIS: marine isotope stratigraphy, C: radiocarbon, TL: thermoluminescence, A: 

archeology, ST: stratigraphy, U: uranium series. 

Volcano-tephra (SymboI) Age (ky) (Method) Reference 

Holocene Baegdusan-Tm (B-Tm) 1-1.1 (A, C) Machida et 머. (990) 

IGkai-Ah (K-Ah) 6.3 (C) Machida and Arai (1978) 

Ulreung-Oki (u-Oki) 9.3 (C) 
Machida and Arai (1983) 

Machida et a1. (984) 

Late 

P1eistocene 
Aira-Tanzawa (AT) 24-25 (C) Machida and Arai (1976) 

Shikotsu-l (Spfa-1) 40 (C) Katsui (}963) 

84-89 (KA, MIS) 
Machida et a1. (985) 

Aso-4 
000 et a1. (1977) 

IGkai-Tz (K-Tz) 77-101 (TU Machida and Arai (1992) 

Ata (Ata) 95-110 (MIS) Machida and Arai (1992) 

Toya (Toya) 103-123 (TU Machida et a1. (987) 

Middle 
Ata-Toihama tephra (Ata-Th) 

Pleistocene 
200-껑o (MIS) Machida and Arai (1992) 

Aso-l tephra 255 (MIS) Shirai et a1. (997) 

Kakuto (Kkt) 잃o (KA) Machida and Arai (1992) 

Kobayashi-Kasamori (Kb-Ks) 500 (FT, MIS) Machida and Arai (1992) 

Early 
Shishimuta-Azuki tephra (Ss-Az) 850 (FT, KA, MIS) Kamata et a1. (994) 

Pleistocene 

Shishimuta-Pink tephra (Ss-Pnk) 990 :1:30 (KA, MIS) Kamata et al.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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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전기 플라이스토세(Early Pleistocene)의 화산회층의 분포(Machida， 1999) * 
vo1cano, 0 = locality of Ss-Pnk tephra, 0 = locality of Ss-Az teph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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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중기 플라이 스토세 (Middle Pleistocene)의 화산회 층의 분포(Machida， 1999). * 
volcano, 0 locality of Ata-Th tephra,. locality of Aso-l tephra, <) = locality of 

Kkt tephra, • = locality of Kb-Ks teph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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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후기 플라이스토세(Late Pleistocene)와 홀로세 (Holocene)의 화산회층의 분포 

(Machida, 1999). * = volcano, 점 선 approximately outer limit of each teph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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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charo-Haboro tephra(Kc-Hb)가 었다(표 5-4) , 한반도에 퇴 적 될 가능성 

이 있는 화산-화산재층은 Aira-Tanzawa tephra, Kikai-Tozurahara tephra, 

Aso-4 tephra, Ata tephra가 있다(그림 5-14) , 

홀로세 (Holocene) 시 기 의 화산--화산재층은 Baegdusan-Tm(B-Tm), 

Kikai-Ah(K - Ah), Ulreung-Oki(U-Oki)가 있다(표 5-4, 그림 5-14) , 이들 중 

K-Ah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백두산(B-Tm)과 

울릉도(U-OkD에서 분출한 테프라는 동풍의 영향으로 한반도 보다는 일본에 

분포하고 있다(그림 5-14) , 

2, 한반도 남동부 일대의 4기 화산유리 

한반도 남동부 말방 정자 구룡포 지역에서는 화산유리가 발견되었다(그 

림 5-15) , 이들 지역은 일본과 가까이 위치하여 제4기 화산-화산재층의 대비 

에 용이하다. 

정자의 해안단구는 토탄층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토탄층에서는 화산유리 

(JJ-l)가 발견된다(그림 5-16a) , 구룡포의 해안단구에서는 깊이 50 

cm(KR- l) 와 2 m(KR-2)의 표층에서 화산유리가 발견된다(그림 5-16b) , 말 

방의 하안단구에서는 깊이 20 cm(IP-l)의 표층에서 화산유리가 발견된다(그 

림 5-16c), 

SEM(Scanning Electro Microscope)을 이 용하여 말방， 정 자， 구룡포에 서 

발견되는 화산유리들의 형태를 확인하였다. 정자의 화산유리들은 열은 갈색 

을 보이고 200 때 내외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그림 5-17a) , 대부분이 

bubble-wall-junction의 형태를 보이는 것은， 화산폭발 당시 마그마에 포함된 

가스성분이 많았음을 지시한다. 구룡포와 말방의 화산유리는 유백색을 티고 

대부분 200 - 400 때1 크기를 보인다. 대부분 bubble-wall-junction shard이 

고 드물게 bubble-wall shard의 형태를 보인다(그림 5-17b), 

가. 화학분석에 의한 화산재층의 대비 

경주시 정자의 해안단구는 토탄층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토탄층에서는 

화산유리가 발견된다. 표 5-5, 5-6, 5-7은 EPMA의 WDS(Wavelength 

dispersive spectrometer) 방법을 이용하여 얻은 화산유리의 주성분 원소성분 

의 100% 표준화한 후의 값이다. 

구룡포， 말방 토양층내의 화산유리 (KR-1 ， KR-2, IP-l)들의 주성분들은 

1 , 4 
n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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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화산유리가 발견된 정자， 말방， 구룡포 지역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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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화산유리 가 발견된 a) 정 자 (JJ- l), b) 구룡포 CKR-1, KR-2), C) 말방 (IP-1) 지 

역의 야외 사진. 

M m 



톨를 

톨l 

?씬I 

그림 5-17. a) 정자의 bubble-wall junction 모양의 화산유리， b) 구룡포의 bubble-wall 

junction과 platy bubble-wall 모양의 화산유리. 말방의 화산유리의 모양은 구룡포의 것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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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정자 토탄층 화산유리 (JJ-l)의 화학조성을 100%로 표준화 한 후의 결과(wt.%). 

Na2。 Sio" AI20 3 M\l。 P20 • K20 ca。 Ti02 CI Fe。 Mn。 Ba。

• )1-1 4.15 74.61 13.23 0.44 0.09 2.87 1.72 0.47 0.10 2.19 0.11 0.00 
JJ1-2 4.00 75.10 12.99 0.39 0.07 2.91 1.67 0.45 0.14 2.15 0.05 0.06 
JJ1-3 4.05 74.71 13.22 0.45 0.08 2.97 1.73 0 .44 0.10 2.05 0.12 0.07 
JJ1-4 4.37 74 .40 13.19 0 .40 0.06 2.95 1. 71 0 .49 0.12 2.21 0.11 0.00 
JJ1-5 4.13 74.62 13.23 0 .43 0.11 2.74 1 .70 0.48 0.15 2.16 0.14 0.11 
• )1-6 4.00 75.06 13.17 0 .41 0.09 2.75 1.68 0.44 0.11 2.16 0.03 0.08 
JJ1-7 4.1 74.89 13.22 0 .43 0.08 2.76 1.69 0.45 0.12 2.17 007 0.02 
JJ1-8 4 .44 74.23 13.33 0.41 0.08 2.78 1.77 0 .49 0.12 2.14 0.14 0.06 
JJ1-9 4.06 74.33 13 .41 0 .44 0.07 2.95 1.75 0.53 0.11 2.25 0.09 0.00 

• J1-10 4.02 74.55 13.35 0.43 0.09 2.83 1.76 0.53 0.11 2.25 0.09 0.00 
• )1-11 3.88 74.58 13.35 0.45 0.07 2.91 1.80 0.49 0.12 2.25 0.08 0.02 
씨1-12 4.31 74.58 13.16 0 .43 0.04 2.86 1.77 0 .48 0.09 2.10 0.14 0.03 
• 31-13 4.18 74.68 13.04 0 .42 0.08 2.87 1.65 0.48 0.10 2.33 0.10 0.08 
JJ1-14 4.01 74.56 13.21 0.44 0.11 302 1.72 0 .48 0.11 2.21 0.13 0.00 
JJ1-15 4.02 74.72 13.27 0.44 0.08 2.81 1.74 0.51 0.11 2.26 0.05 0.01 
JJ1-16 3.82 74.86 13.26 0 .44 0.06 2.94 1.77 0 .42 0.12 2.14 0.14 0.04 
JJ1-17 4.22 74.43 1343 0.46 0.02 2.75 1.77 0.46 0.11 2.16 0.12 0.07 
JJ1-18 4 .40 74 ,65 13 , 30 0 .40 0.08 2.92 1. 68 0.39 0.09 1.97 0 , 10 0.01 
JJ1-19 4 , 23 74 , 51 13.33 0 .40 0.08 2.86 1.79 0 , 49 0.14 2.00 0 , 12 0.04 
JJ1-20 3.97 74.68 13.25 0 , 43 0.07 2 , 82 1.74 0 .45 0.12 2 , 26 0.12 0 , 10 
JJ1-21 4.02 7510 13 , 14 0.43 0.07 2.85 1 , 70 0.47 0 , 10 2.05 0 , 05 0.01 
JJ1-22 4.24 74.93 13.05 0.47 0 ,08 2.74 1.75 0.45 0.11 2.03 0 , 04 0 , 12 
JJ1-23 4.19 74.59 13.22 0 .42 0.09 2.93 1.74 0 .47 0 , 11 2 , 17 0.03 0.04 
JJ1-24 3 , 81 74.91 13 , 11 0 .46 0.08 2 , 96 1 .79 0 .45 0.12 2 , 10 0 , 13 0.08 
JJ1-25 4.21 74 , 49 13 , 34 0.43 0.02 2 , 88 1.77 0.44 0.11 2.13 0.10 0 , 06 
JJ1-27 3.98 74 , 96 13.05 0 .40 0.08 2.89 1.64 0 , 50 0 , 10 2.21 0.07 0 , 12 

AVE 4.11 74 , 68 13.22 0 .43 0.07 2 , 87 1 , 73 0 .47 0.11 2.16 0.10 0 ,05 
STDEV 0.17 0.23 0 , 12 0 , 02 0.02 0.08 0 , 04 0 ,03 0.01 0.09 0.04 0 ,04 

I 
니
 

n 
니
 

]



표 5-6. 구룡포 화산유리 (KR-1, KR-2)의 화학조성을 100%로 표준화 한 후의 결과(wt.%). 

Na2。 Si02 AI20 3 MQ。 P20 5 K2。 Ca。 TiO, CI Fe。 MnO BaO 
KR1-1 3 ‘ 48 77.82 12 .43 0.13 0.02 3.37 1.18 0 ‘ 13 0.05 1.33 0.00 0 ‘ 07 
KR1-2 3.30 77 .73 12 .46 0.14 0 ‘ 03 3.51 1.16 0.14 0 ‘ 07 1.26 0.09 0.12 
KR1-3 3.44 78.19 12.56 0.12 0.03 3.14 1.09 0.18 0.05 1.11 0.08 0.00 
KR1-4 3.45 78.10 12.62 0.14 0.00 3.30 1.13 0.13 0.05 0.98 0.07 0.04 
KR1-5 3 .40 78.03 12.41 0.13 0.01 3.34 1.15 0.13 0.08 1.18 0.04 0.08 

KR1-28 3.50 77.70 12 .48 0.12 0.01 3.44 1.07 0.14 0.07 1.32 0.03 0.13 
KR1-29 3.23 78.31 12.36 0.10 0.00 3.36 1.05 0.14 0.08 1.31 0.00 0.05 
KR1-30 3 .40 77.81 12.42 0.13 0.01 3.52 1.07 0.12 0.09 1.26 0.07 0.09 
KR1-31 3.30 78.32 12 .46 0.13 0.00 3.29 1.00 0.12 0 ‘ 12 1.22 0.01 0.04 
KR1-32 3.39 78 .45 12.22 0.13 0.00 3.11 1.06 0.12 0.09 1.27 0.08 0.08 
KR1-33 3.49 78.00 12.60 0.13 0.02 3.32 1.02 0.10 0.09 1.19 0.04 0.00 
KR1-34 3.83 77.11 12.59 0.13 0.03 3.45 1.13 0.12 0.10 1.33 0.05 0.12 
KR1-35 3.28 78.01 12.68 0.13 0.01 3.35 1.11 0.14 0.09 1.14 0.02 0.05 
KR1-36 3.38 77.93 12.42 0.13 0.03 3.48 1.06 0.12 0.09 1.27 0.07 0.01 
KR1-38 3.52 78.11 12.43 0.13 0.00 3.22 1 ‘ 01 0.15 0.10 1.25 0.07 0.0。

KR1-39 3 ‘ 28 78 .49 12.44 0.10 0.02 3.19 1.01 0.17 0.07 1.16 0.02 0.04 
KR1-40 3 .43 78.07 12.47 0.16 0.04 3.26 0.97 0.10 0.08 1.35 0.02 0.05 
KR1-41 3.72 77.85 12.27 0.12 0.03 3.41 0.98 0.15 0.07 1.24 0.07 0.09 
KR1-42 3 .43 78.24 12.33 0.12 0.02 3.38 1.03 0.09 0.10 1.14 0.05 0.07 
KR1-43 3.57 78.19 12.18 0.10 0.00 3.16 1.08 0.12 0.10 1.33 0.08 0.10 
KR1-44 3.90 77.58 12.34 0.11 0.02 3.47 1.07 0.12 0.09 1.23 0.00 0.06 
KR1-45 3.21 78.59 12.42 0.13 0.01 3.37 0.99 0.08 0.10 1.10 0.00 0.00 
KR1-46 3.71 77.83 12.27 0.10 0.01 3 .49 0.99 0.15 0.08 1.14 0 ‘ 08 0.15 
KR1-47 3.13 78.05 12.44 0.13 0 ‘ 05 3 .47 1.04 0.11 0.09 1.27 0.11 0.11 
KR1-48 3.20 78.20 12.28 0.14 0.02 3.53 1.08 0.10 0.07 1.27 0.02 0.09 
KR1-49 3.32 78.07 12.50 0.10 0.04 3.41 1.01 0.13 0.10 1.24 0.03 0.06 
KR1-50 3.54 77.96 12.39 0.11 0.01 3.21 1.04 0.15 0.06 1.34 0.06 0.13 
KR1-51 3 .48 77.68 12.67 0.12 0.04 3.28 1.12 0.16 0.08 1.29 0.00 0.06 
KR1-52 3.17 78.11 12.41 0.12 0.03 3.37 1.05 0.13 0.10 1.29 0.10 0.10 
KR1-53 3.68 77.79 12.56 0.13 0.02 3.28 1.02 0.12 0.10 1.18 0.01 0.10 
KR1-54 3 .43 77 .73 12.62 0.13 0.02 3.35 1.08 0.15 0.09 1.26 0.05 0.09 
KR1-55 3 .49 77.84 12.59 0.12 0.02 3.27 1.04 0.13 0.07 1.34 0.07 0.00 
KR1-56 3.67 77.84 12.37 0.14 0.02 3.42 1.06 0.10 0.08 1.23 0.04 0.03 
KR1-57 ~ 77.98 12.53 0 ‘ 15 0.01 3.36 1.06 0.15 0.11 1.20 0.02 0.08 
KR1-58 3 .73 77.95 12.22 0.11 0.06 3.34 1.01 0.11 0.08 1.28 0.06 0.04 
KR1-59 3.32 78 .44 12.26 0.11 0.04 3.32 1.05 0.14 0.08 1.18 0.00 0.06 

AVE 3.45 78.00 12 .44 0.12 0.02 3.35 1.06 0.13 0.08 1.23 0.05 0.07 
STDEV 0.19 0.29 0.13 0.01 0.02 0.11 0.05 0.02 0.02 0.08 0.03 0.04 

Na20 Si02 AI20 3 MgO P20 5 K2。 CaO Ti02 CI Fe。 MnO Ba。

KR2-62 3.53 78.21 12.37 0.15 0.01 3.17 1.11 0.12 0.09 1.17 0.00 0.08 
KR2-63 3.50 78.01 12.30 0.11 0.04 3.40 1.06 0.15 0.10 1.24 0.00 .0.08 
KR2-64 3.80 77.80 12.48 0 ‘

11 0.04 3.27 1.07 0.15 0.08 1.10 0.02 0.08 
KR2-65 3.45 78.04 12.39 0.12 0.00 3 .43 1.07 0.13 0.07 1.20 0.02 0.07 
KR2-66 3 .47 78.17 12.43 0.10 0.01 3.31 1.07 0.11 0.07 1.22 0.03 0.00 
KR2-67 3 ‘ 48 77.99 12.37 0.12 0.03 3.46 1.04 0.15 0.08 1. 17 0.05 0 ‘ 06 
KR2-68 3.72 77.86 12.26 0.10 0.00 3 .46 1.06 0.14 0.09 1.20 0.08 0.02 
KR2-69 3.67 77.82 12.43 0.10 0.00 3.35 1.03 0.16 0.04 1.28 0.06 0.04 
KR2-70 3.27 78.23 12.35 0.13 0.03 3 ‘ 40 1.02 0.13 0.09 1.16 0.07 0.12 
KR2-71 3.38 77.77 12.62 0.13 0.03 3.36 1.13 0.11 0.08 1.25 0.11 0.02 
KR2-72 3.51 77.81 12.41 0.13 0.04 3 .46 1.04 0.13 0.09 1.21 0.08 0.10 
KR2-73 3.50 77.99 12.47 0.13 0.01 3.39 1.07 0.11 0.10 1.14 0.00 0.09 
KR2-74 3.41 78.08 12.31 0.12 0.03 3 .40 1.08 0.10 0.09 1.23 0.07 0.08 
KR2-76 3 .45 77.83 12.69 0.13 0.02 3 ‘2.9 1.07 0.13 0.07 1.19 0.Q5 0.08 
KR2-77 3 .40 78.25 12.38 0.12 0.03 3.28 1.06 0.15 0.08 1.18 0.06 0.01 
KR2-78 3.24 78.25 12 .44 0.13 0.03 3.30 1.02 0.12 0.07 1.20 0.10 0.10 
KR2-79 3 .48 78.34 12 .43 0.09 0.00 3.11 1.04 0.13 0.09 1.20 0.02 0.06 
KR2-80 3.65 77.60 12.51 0.11 0.00 3.42 1.02 0.12 0.12 1.38 0.05 0.02 
KR2-81 3.64 78.59 11.89 0.12 0.06 3.29 1.00 0.11 0.10 1.18 0.00 0.02 
KR2-82 3.56 78.10 12.26 0.11 0.01 3 ‘ 34 1.08 0.13 0.09 1.18 0.08 0.07 
KR2-83 3.36 78.18 12.26 0.12 0.01 3.30 1.05 0.13 0.08 1 .44 0.06 0.00 
KB2-84 3.13 78.12 12.49 0.12 0.06 3.38 1.08 0.10 0.07 1.35 0.06 0.05 
KB2-85 3.51 77.88 12.35 0.12 0.02 3.36 1.09 0.15 0.10 1.29 0 ‘ 07 0.06 
KR2-86 3.24 78.79 11.96 0.13 0.02 3.23 1.09 0.15 0.07 1.20 0.00 0.09 
KR2-87 3.39 78.46 12.12 0.12 0.01 3.37 1.05 0.14 0.09 1.21 0.00 0 ‘ 02 
KR2-88 3.66 77.86 12.27 0.13 0.00 3 .42 1.01 0.15 0.09 1.32 0.00 0.06 
KR2-90 4.28 76.20 13.64 0.13 0.03 3.12 1.03 0.11 0.09 1.25 0.06 0.08 

AVE 3.51 78.01 12 .40 0.12 0.02 3.34 1.06 0.13 0.08 1.23 0.04 0.06 
STDEV 0.22 0.45 0.30 0.01 0.02 0.10 0.03 0.02 0.01 0.08 0.03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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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말방 화산유리 (Ip-I)의 화학조성을 100%로 표준화 한 후의 결과(wt.%). 

Na，。 8iO, AI,03 MO。 p,O. K，。 Ca。 TiO, CI Fe。 Mn。 BaO 
IP1-91 3.28 78.14 12.46 0.11 0.00 3 ‘ 24 1.07 0.16 0.09 1.35 0.05 0.06 
IP1-92 3.50 78.12 12.17 0.12 0.00 3.38 1.08 0.12 0.09 1.28 0.01 0.13 
IP1-93 3 .46 78.12 12.27 0.13 0.01 3 .40 1.03 0.11 0.09 1.27 0.07 0.01 
IP1-94 3.26 78.36 12.32 0.12 0.00 3.26 1.05 0.14 0.06 1.33 0.Q5 0.03 
IPl-95 3.44 77.96 12.21 0.16 0.04 3.37 1.08 0.17 0.09 1.28 0.09 0.12 
IP1-96 3.40 78.31 12.12 0.11 0.04 3.42 1.08 0.12 0.09 1.29 0 ‘ 00 0.02 
IP1-97 3.29 78.62 12.27 0.10 0.02 3.15 1.06 0.13 0.10 1.20 0.02 0.05 
IP1-98 3.56 78.19 12.20 0.12 0.03 3.33 1.03 0.11 0.07 1.25 0.03 0.07 
IP1-99 3.86 77.77 12.34 0.10 0.01 3.31 1.06 0.09 0.08 1.29 0.00 0.10 

IP1-100 3.50 77.91 12.32 0.13 0.04 3 .44 1.05 0.08 0.09 1.24 0.08 0.12 
IP1-101 3.33 78.08 12.41 0.14 0.03 3.31 1.10 0.11 0.08 1.31 0.05 0.04 
IP1-102 3.36 78.15 12.34 0 ‘ 12 0.07 3.32 1. 11 0.10 0.06 1.26 0.05 0.07 
IP1-103 3.62 77.88 12.20 0.13 0 ‘ 01 3.36 1.10 0.13 0.10 1.26 0.09 0.10 
IP1-104 3.63 77.94 12 .46 0.15 0.00 3.32 1.02 0.11 0.08 1.17 0.02 0.10 
IP1-105 3.48 77.95 12.40 0.14 0.01 3.31 1.07 0.15 0.08 1.24 0.00 0.16 
IP1-106 3.38 78.22 12.32 0.09 0.02 3.29 108 0.18 0.07 1.22 0.07 0.07 
IP1-107 3.34 78.29 12.38 0.12 0.06 3.22 1.06 0.14 0.06 1.18 0.02 0.11 
IP1-108 3.77 77.87 12.29 0.14 0.06 3.26 1.02 0.14 0.05 1 ‘ 28 0.04 0.09 
IP1-109 3.63 78.21 12.00 0.14 0.00 3.36 1.10 0.14 0.10 1.20 0.03 0.09 
IP1-110 3.33 78.12 12.39 0.11 0.01 3 .48 1.03 0.11 0.10 1 ‘ 24 0.06 0.02 
IP1-111 3.25 78 ‘ 28 1220 0.12 0.04 3.49 1.07 0.12 0.09 1.32 0.01 0.0。

IP1-112 3 .41 78.32 12 .45 0.10 0.01 3.18 1.03 0.10 0.10 1.20 0.02 0.08 
IP1-113 3.71 77.75 12 .42 0.11 0.02 3.50 0.97 0.14 0.12 1.24 0.00 0 ‘ 00 
IP1-114 3.58 78.09 12.34 0.11 0.00 3.31 1.03 0.13 0.06 1.31 O.QO 0.04 
IP1-116 3.24 78.24 12.57 0.13 0.02 3.24 1.11 0.11 0.10 1 ‘ 21 0.03 0.01 
IP1-117 3.72 77.83 12.29 0.13 0 ‘ 02 3.38 1 ‘ 05 0.14 0.10 1.26 0.05 0.03 
IP1-118 3.23 78.34 12.42 0.12 0.00 3.16 1.05 0.14 0.09 1.29 0.05 0.10 

AVE 3 .47 78.11 12.32 0.12 0.02 3.33 1.06 0.13 0.08 1.26 0.04 0.07 
8TDEV 0.18 0 ‘ 21 0.12 0.02 0.02 0.10 0 ‘ 03 0.02 0.02 0.05 0.03 0.04 

표 5-8. 정자 화산유리 (]J-1)와 제4기 한반도 인근 화산-화산회층과의 유클라디안 거리 

(Euclidean distance) 측정법을 이용한 비유사성 계수 행렬. 

JJ-1 
KR- KR-

IP-1 
B- K- U- Aso-

AT Ata K-Tz 
Kc- On- Spfa 

Toya 
Aso- Kc- Ata-

Kkt 
1 2 Tm Ah Oki 4 Sr Pm1 -1 3 Hb Th 

KR-1 3.81 

KR-2 3.84 0.00 

IP-1 4.00 0.01 0.01 

B-Tm 4.93 4 .72 4 .72 4.84 

K-Ah 0 .47 5 .45 5.48 5.54 6 .49 

U-Oki 2.91 6.38 6.39 6.73 3.21 4.57 

Aso-4 0 .48 3.25 3.28 3 .49 4.85 1.57 2.22 

AT 3.60 0.01 0.02 0.03 4.83 5.15 6.34 3.07 

Ata 0.23 4 .48 4.52 4.62 6.37 0.20 4.15 0.89 4.18 

K-Tz 2.61 0.34 0.35 0.35 5 .44 3.76 6.31 2.21 0.25 2.91 

Kc-Sr 0.92 1.39 1.41 1.52 5.21 2.00 4.52 1 .11 1.26 1.31 0.81 

On-Pm1 2.32 1.25 1.28 1.29 7.16 3.18 6.31 2.03 1.04 2.15 0.61 0.86 

Spla-1 2.37 0.38 0.39 0.44 4.97 3.67 5.71 2.35 0.32 2.80 0.36 0 .46 0.64 

Toya 5 .71 1.10 1.09 1.28 5.33 8.68 6.94 4 .46 1.21 7.10 1.95 2.67 3.27 1.66 

Aso-3 1.31 8 .45 8.50 8.65 7.24 0.84 3.64 2.01 8.15 1.24 6 .45 4.25 5.92 6 .70 ### 
Kc-Hb 0.58 2.11 2.12 2.29 4.97 1.69 3.98 0.82 1.98 1 .11 1.36 0.15 1.58 1.04 3.14 3 .46 

Ata-Th 3.12 0.32 0.32 0 .46 4.86 5.14 5.31 2 .45 0.31 4.03 0.57 0.95 1.35 0 .42 0.71 7 .73 1.42 

Kkt 3 .77 0.29 0.29 0.37 3.53 5.68 5.02 2.93 0.36 4.82 0.77 1 .76 2.16 0.95 1.01 7.92 2.22 0.39 

Kb-Ks 1.68 0.82 0.82 0.94 3.83 3.15 3.34 1.00 0.77 운캔 0.58 0.76 1.27 0.82 1.94 4.64 0.93 0.59 0.56 

% 



모두 유사한 화학조성을 가지고 있어(표 5-6, 표 5-7), 이들 화산유리들이 동 

일 기원의 화산-화산재층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자(]J- 1) 

의 화산유리는 화학조성이 이들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표 5-5). 

EPMA 자료를 근거로 이들 화산유리를 한반도 인근 화산재층의 화학조 

성과 대비하였다. 화산유리와의 대비에 이용된 화산-화산재층들의 자료는 한 

반도와 일본열도의 중기 플라이토세， 후기 플라이토세， 홀로세에 분출한 것 

들 이 다(Machida and Arai, 1992). 

그림 5-18은 화산암 분류에 사용되 어 지 는 T AS(Total Alkalis versus 

Silica) 그림이다. 이들 지역의 화산유리는 유문암(rhyolite)에 도시 된다. 구 

룡포， 말방의 화산유리들은 후기 플라이토신의 AT, K-Tz, Kc-Sr, Spfa-1 , 

Toya와 중기 플라이토선의 Kc-Hb, Ata-Th와 유사한 곳에 도시된다. 정자 

의 화산유리들은 홀로신의 K-Ah와， 후기 플라이토신의 Ata, On-Pm1과 유 

사한 곳에 도시된다. 

SiOz 와 FeO의 그림에서는， 구룡포， 말방의 화산유리들(KR-1， KR-2, 

IP-1)은 후기 플라이토선의 AT, K-Tz, Kc-Sr, Spfa-1과 중기 플라이토신의 

Kc-Hb, Ata-Th, Kkt와 유사한 곳에 도시된다(그림 5-19a, b, c). 정자의 화 

산유리 (]J-1)는 홀로신의 K-Ah와 후기 플라이토신의 Ata와 유사한 곳에 도 

시된다. 

FeO와 CaO의 그림에서는， 구룡포， 말방의 화산유리들은 후기 플라이토신 

의 AT, K-Tz와 중기 플라이토신의 Ata-Th, Kkt , Kb-Ks와 유사한 곳에 도 

시된다(그림 5-19d, e, f). 정자 화산유리은 후기 플라이토신의 Ata와 중기 

플라이토신의 Aso-3와 유사한 곳에 도시된다. 

이상의 그림들에서 구룡포， 말방의 화산유리는 Ata에서， 정자는 AT, 

K-Tz, Ata-Th 중에서 유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질 수 있으므로， 보다 객관적인 통계처리 방법이 필요 

하다. 

나. 군집분석을 이용한 화산재층의 대비 

군집분석 (cluster analysis)은 자료집단 중에 통계적인 특성이 비슷한 변 

수들을 그룹을 지어 분류하는 기법이다. 군집분석의 첫째 과제는 어떠한 변 

수들을 사용할 것인가이다. 둘째로， 측정된 변수들을 이용하여 모든 개체들 

간의 거리 (distance) 또는 비유사성 (dissimilarity)을 계산하여， 모든 개체들 

사이의 비유사성 (dissimilarity)을 나타내는 거리 행렬을 구하는 것이다. 유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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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T AS(Total alka1is versus silica} 그림. a) 홀로신 (Holocene) 테프라， b) 후기 

플라이토신 Oate Pleistocene) 테프라， c) 중기 플라이토신 (middle Pleistocene) 테프라 

(Machida and Arai, 1992). 정자 (]J-1), 구룡포 (KR-1 , KR-2), 말방 UP-1) 화산유리의 평 

균값이 도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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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SiOz vs. FeO 그림. a} 홀로신 (Holocene) 테프라， b} 후기 플라이토신 Oate 

Pleistocene} 테프라，C) 중기 플라이토신 (middle Pleistocene) 테프라. FeO vs. CaO 그림. 

d} 홀로신 (Holocene) 테프라， e} 후기 플라이토신 Oate Pleistocene} 테프라， n 중기 플라이 

토신 (middle Pleistocene) 테 프라 (Machida and Arai,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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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값이 클수록 두개체사이가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고， 비유사성은 값이 

작을수록 두개체사이가 가깝다. 

군집분석을 위해 Window용 SPSSWIN 5.0.2 프로그램이 사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다. 몇 년 전만 해도 SPSS가 Window용이 없었고 불편한 DOS용 

만을 사용했으나 Window용이 나온 후로 기존의 프로그램버전보다 훨씬 쉽 

고 간편해 졌다. Spsswin를 실행시키면 엑셀과 비슷한 창이 열리며 쉬운 방 

법으로 통계분석을 실행할 수 있다. 이 통계프로그램은 기본적인 빈도분석， 

기술통계량， 교차분석에서부터 다변량 분석인 판별분석， 군집분석， 요인분석 

등과 기타로 다차원척도법， 로짓분석 등과 같은 복잡한 프로그램 등도 비교 

적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었다. 

군집분석을 위하여， 한반도， 일본열도에 널리 분포하는 중기 플라이토신， 

후기 플라이토신， 홀로신 화산-화산재층들의 주성분 분석 자료들과(Machida 

and Arai, 1992), 구룡포(KR-1 ， KR-2) , 말방(IP- l)， 정 자(]J- 1) 지 역 의 화산 

유리들의 주성분 분석 자료들의 각각의 평균값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평균값 

은 다시 군집분석을 위해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자료를 유클라디안 거리 

(Euclidean distance) 측정법을 이용하여 비유사성 계수를 행렬로 나타내어 

보았다(표 5-8). 유사성 계수(dissimilarity)는 작을수록 상호간의 유사도가 증 

가한다. 

그림 5-20은 유사성계수를 이용， 수지상 그림( dendrogram)으로 다시 나 

타낸 것이다. 구룡포(KR-1 ， KR-2) , 말방(IP-1) ， 정자(]J- 1)는 백두산(B-Tm) 

과 울릉도(U-Oki)의 화산-화산재 층과는 유사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 

으므로， 이 지역의 화산유리는 그 기원이 한반도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었다. 

구룡포와 말방의 화산유리는 일본의 A T(Aira Tanzawa) 테프라와 유사 

성이 가장 많은 것을 보여준다(그림 5-20). 이것은 그림 5-18b, 5-19b, 5-1ge 

의 결과와 잘 일치한다. 그러므로 구룡포와 말방의 화산유리는 Aira 화산에 

서 24 - 25 ka(Machida and Arai, 1976)에 분출된 것 이 다. 

정자의 경우 일본의 K - Ah(Kikai - Ak따lOya)와 Ata 테프라와 유사성이 가 

장 많은 것을 보여준다(그림 5-20). K-Ah은 6300년에， Ata는 95 -110 ka에 

분출한 화산재 이 다(Machida and Arai, 1978; Machida and Arai, 1992). 정 자 

토탄층에 대한 방사성 탄소 연대측정 결과가 30000년보다 오래되었다는 점 

(임창복 외， 2003)을 고려하면 6300년에 분출한 K-Ah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자의 화산유리는 Ata 화산에서 95 - 110 ka에 분출한 

것이다. 이것은 그림 5-18b, 5-19b, 5-1ge의 결과와 잘 일치한다. 

- 101 -



KR-1 
KR-2 
IP-1 
AT 

K-Tz 
Spfa-1 
Ata-th 
Kkt 

Kb-Ks 
On-Pm1 

Toya 
Kc-Sr 
Kc-Hb 
Aso-4 
K-Ah 
Ata 
JJ-1 

Aso-3 
B-Tm 
U-Oki 

0 20 25 15 5 10 

Rescaled Distance 

그림 5-20. 수지상그림(Dendrograrn)으로 군집화 상태를 나타낸 정자 (JJ- l), 구룡포 (KR-l , 

KR-2), 말방 (IP-l)과 제4기 한반도 인근의 화산-화산재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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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석영에 대한 isothermal TL 연대측정 가능성 

검토 

제 1 절 연구 배경 

최근 루미네선스 연대측정법은 광여기루미네선스(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OSL)연대측정법을 중심으로 많은 이론적， 기술적 발전이 었 

어왔다. Huntley et al.( 1985)이 처음 OSL연대측정법의 가능성을 제기한 이 

후， 좀 더 정확한 연대측정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었으며， 이들 

중 Murray and Wint1e(200ûa)이 제안한 Single Aliquot Regenerative 

Dose(SAR)법은 등가선량(equivalent dose, De) 측정과정 중에 발생하는 광물 

의 민감도 변화(sensitivity change)를 효과적으로 보정해 줌으로써 지금 현 

재 가장 정확한 OSL연대측정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SAR법을 

이용하여 OSL연대측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석영이 주변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방사량이 250-350 Gy정도 이기 때문에， 퇴적된 이 후 350Gy 이상의 

방사량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아주 오래된 시료들(150-200 ka 이상)에 

대한 연대측정은 불가능하였다. 

최근 몇 년동안 OSL 뿐만 아니라 TL( Therrnolurninescene)를 이용하여 

루미네선스연대측정의 상한을 높이기 위한 실험들이 시도되었다. Yoshida et 

aL(2000)은 호주의 풍성사구에서 채취한 단일 석영업자를 사용하여 실험을 

한 결과 매우 밝은(strongly luminescent) OSL을 발생시키는 일부의 단일석 

영입자들은 350Gy이상의 방사량을 입자내에 에너지 형태로 축적시킬 수 있 

음을 관찰하였고， 이들 석영입자들을 이용하면 백만년까지의 연대측정이 가 

능할 것 임 을 제 안한 바가 있다. Stokes and Fattahi(2oo3)는 석 영 으로부터 발 

생하는 루미네션스 신호 중 600μm이상의 파장을 가지는 Red TL과 

Orange-Red TL신호를 이용하여 루미네선스의 연대측정 상한을 백만년이상 

으로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관찰하였다. 주변퇴적물의 연간선량(dose rate) 

이 특이하게 낮은 경우에도 일반적언 OSL연대측정 가능범위를 넘어서는 오 

래된 시료의 연대측정을 보고한 바가 었다(Hunt1ey et al., 1993; 0-800 ka). 

Watanuki (2002)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OSL신호를 여러개의 개별 선호로 분 

리한 후， 이들 중 325 0C trap에서 발생되는 신호(fast component)만을 분리하 

여 30-660 ka의 범위까지 연대측정을 시도하였다 Murra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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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1e(2000b)은 루미네선스연대측정의 상한을 높이기 위하여 석영의 375.C 

TL 선호를 이용하였지만， 이 신호는 백만년 정도의 연대를 가지는 퇴적물의 

연대측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6장에서는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의 상한을 높이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석영의 325.C isothermal TL을 이용한 예비실험 결과를 다루었다. 

제 2 절 실험 방법 

1. 시료준비와 실험장비 

실험을 위해서 4개의 뢰스시료(15950， L5890, 15770과 돼670) ， 두개의 풍 

성사구시료(NYH-1과 YH04) , 그리고 5개의 고해빈층시료(WKR5A， WYN, 

WKR9A, WKR8A와 WKS1)으로부터 125-250μm의 석영입자를 분리하였다. 

석영입자는 암실에서 10%H20z, 10%HCl, 40%HF를 이용하여 에칭 및 세척 

을 한 후， 체질을 하여 분리하였다. 

석영의 OSL과 isothermal TL신호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설치된 

루미 네 션스 자동화 측정 장비 (Risø TL/OSL-DA-15A, Bøtter-]ensen et a1., 

2000)를 사용하였으며， 이 시스템은 약 0.1 Gy · s l의 방사능을 지난 90Sr꺼ly 

베타선원을 장착하고 470:t30 nm의 blue LED를 여기광원으로 가진다. 또 

GG-420 필터를 blue LED 앞에 설치하였고 Hoya U-340 필터를 통해 광자 

를 검출한다. 

2. 석영의 isothermal TL 감쇄콕선 

풍성사구시료 YH04에서 분리한 석영으로부터 자연 isotherma1 TL 감쇄 

곡선과， 재현 isothermal TL 감쇄곡선을 관찰하였다(그림 6-1). 이 곡선은 

자연시료와 실험실에서 루미네선스 신호를 O로 만든 후 다시 150Gy의 방사 

량을 가한 재현시료를 310.C 에서 500초 동안 유지하면서 관찰되었다. 그림 

6-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자연시료와 재현시료의 isothermal TL 감쇄곡션 

은 그 모양이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이는 310.C 에서 감쇄곡선을 관찰할 때， 

325.C TL trap보다 깊은 trap으로부터 나온 전자들의 영향이 미비함을 의미 

한다. 두 개의 감쇄곡선은 모두 빠르게 감쇄하고 있으며， 측정한 지 30초가 

지나면 처음 신호의 10%가 된다. 또한， 100초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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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ld2ooob)은 루미네선스연대측정의 상한을 높이기 위하여 석영의 375 0

C 

TL 신호를 이용하였지만， 이 신호는 백만년 정도의 연대를 가지는 퇴적물의 

연대측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6장에서는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의 상한을 높이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석영의 325 0C isothermal TL을 이용한 예비실험 결과를 다루었다. 

제 2 절 실험 방법 

1. 시료준비와 실험장비 

실험을 위해서 4개의 뢰스시료(L5950， L5890, L5770과 퍼670) ， 두개의 풍 

성사구시료(NYH-1과 YH04) , 그리고 5개의 고해빈층시료(WKR5A， WYN, 

WKR9A, WKR8A와 WKS1)으로부터 125-250μm의 석영입자를 분리하였다. 

석영업자는 암실에서 10%HzÜz, 10%HCl, 40%HF를 이용하여 에칭 및 세척 

을 한 후， 체질을 하여 분리하였다. 

석영의 OSL과 isothermal TL신호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설치된 

루미네선스 자동화 측정장비 (Risø TL/OSL-DA-15A, Bøtter-]ensen et al. , 

2000)를 사용하였으며， 이 시스램은 약 0.1 Gy · s-1의 방사능을 지닌 90Sr껴Y 
베타선원을 장착하고 470:t30 nm의 blue LED를 여기광원으로 가진다. 또 

GG-420 필터를 blue LED 앞에 설치하였고 Hoya U-340 필터를 통해 광자 

를 검출한다. 

2. 석 영 의 isothermal TL 감쇄 곡선 

풍성사구시료 YH04에서 분리한 석영으로부터 자연 isothermal TL 감쇄 

곡선과， 재현 isothermal TL 감쇄곡션을 관찰하였다(그림 6-1). 이 곡선은 

자연시료와 실험실에서 루미네선스 신호를 O로 만든 후 다시 150Gy의 방사 

량을 가한 재현시료를 310
0

C 에서 500초 동안 유지하면서 관찰되었다. 그림 

6-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자연시료와 재현시료의 isothermal TL 감쇄콕선 

은 그 모양이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이는 310
0

C 에서 감쇄곡선을 관찰할 때， 

325 0

C TL trap보다 깊은 trap으로부터 나온 전자들의 영향이 미비함을 의미 

한다. 두 개의 감쇄곡선은 모두 빠르게 감쇄하고 있으며， 측정한 지 30초가 

지나면 처음 선호의 10%가 된다. 또한， 100초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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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풍성사구시료 YH04의 석영으로부터 관찰한 자연 isothermal TU실선)과 재현 

isothermal TU점선)의 감쇄독선. 이들 감쇄곡선은 시료를 310t에서 500초 동안 유지하며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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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풍성사구시료 YH04의 석 영으로부터 관찰한 자연 isotherrnal TL(실선)과 재현 

isotherrnal TL(점선)의 감쇄곡선. 이들 감쇄곡선은 시료를 310t 에서 500초 동안 유지하며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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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의 1% 미만이 남기 때문에， 측정 후 남아 있는 신호가 그 다음의 실험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 

3. 310 'C isothermal TL 신호를 이 용한 등가선 량 측정 

석영의 isothermal TL 신호를 이용하여 등가선량을 구하는 과정을 표 

6-1에 정리하였다. 기본적으로， isothermal TL을 이용한 등가선량 측정과정 

은 OSL로 등가선량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SAR법 (Murray and Wintle, 

200ûa)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연석영을 310
0

C 에서 밍0초동안 유지하면서 

isotherma1 TL 신호를 관찰한 후(1.0)， 석영의 민감도 변화를 보정하기 위해 

서 시 험 방사션 (test dose)을 가한다. 이 후， 시 험 방사선 에 의 한 isotherma1 

TL을 자연석영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측정한다(To); 이렇게 하나의 과정이 

완성되면 Ro(= μ(To)을 구할 수 있고， 이후 같은 방식으로 실험실 조사를 

통하여 Rl에서 Rs까지 구하게 된다. Isotherma1 TL로 등가선량을 구하는 과 

정은 열전처리과정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OSL에 

적용하는 SAR법과 동일하다. 즉， 성장곡선을 만들기 위해 3개의 실험실 조 

사량(Di = 1-3)을 가하고， 회귀현상(recuperation， % of Ro)을 측정하기 위 

해서 어떠한 방사량도 가하지 않은 채 (D4 = 이 isotherma1 TL을 측정한다. 

또한， 민감도 변화보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언하기 위하여， 제일 마지 

막 과정에서는 처음의 방사량과 같은 만큼의 방사량(Ds = Dl)을 석영에 조 
사하여 isotherrna1 TL값의 차이 를 확인 한다(recyc1ing ratio; Rs!Rl). 

본 연구에서는 isothermal TL 신호의 최초 4초 동안의 신호에서 마지막 

100초 동안의 선호를 배경치로 뺀 것을 등가선량 측정에 사용하였다. 

제 3 절 실험 결과 및 토의 

1. 석 영 의 isothermal TL을 이 용한 성 장곡선 (dose response grovvth curve) 

석영이 주변의 퇴적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방사량은 250-350 Gy 

이며， 이러한 방사량포화한계 (dose saturation limit) 때문에 100-150 ka 이 

상의 루미네선스 연대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 

다(앞서， 연구배경에서 언급한 일부 특이한 사례를 제외하고). 이번 

isotherrnal TL 신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350Gy근처에서 방사량포화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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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석영의 isothennal TL을 이용한 등가선량 측정과정 

Step Treatment a Observed c 

1 실험실 조사， Di 

2 
Isothermal TL측정 b 

Li 
(310

0

C 에 서 500초) 

3 실험실 조사 Dt 
」

Isothermal TL측정 b 

4 
(310

0

C 에서 500초) 
Ti 

5 1의 과정반복 

a 자연시료에 대해서는 i=O, 따라서 Do은 시료가 퇴적된 후 받은 방사량을 의미한다. 
b 시료들을 31O't까지 가열한 후 500초동안 유지시킨 채로 측정한다. 

C Li와 Ti는 isothennal TL 감쇄곡선 중 최초 4초 동안의 count수에서 마지막 100초를 배경 

치로 뺀 값이다. 

w 1 
l 
l 
4 



을 보이는 OSL 성장곡션과는 달리 전혀 방사량포화현상을 보이지 않는 성 

장독선을 만들 수 있었다. 그림 6-2에 도시된 바와 같이 YH04 시료를 이용 

하여 만든 isotherma1 TL 성장곡선은 1000Gy이상 까지 계속해서 자라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86Gy와 430Gy에서 측정된 recyc1ing ratio는 각각 

0.96(Rs/Rl)과 1.01 (Rg/R6)로서 측정과정 중 민감도 변화가 매우 훌륭하게 보 

정되었고 OGy에 대한 isothermal TL값도 0.00101 (R4)로 측정되어 회귀현상 

도 매우 미비하였다. 현재로서는 OSL성장곡션과 isotherma1 TL성장곡선의 

형태가 다른 물리학적 이유를 밝히지 못했으나， 서로 다른 두 곳의 실험실에 

서도 똑같은 현상을 관찰한 것으로 보아(Murray and Tsukamoto, pers. 

cornmun.), 적어도 실혐의 오류에 의한 것은 아니다. 석영의 isothermal TL 

을 이용하여 만든 성장곡선은 방사량포화가 OSL신호로 만든 것보다 훨씬 

높은 방사량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신호를 이용하면 400-500 Gy 이상 

의 등가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그림 6-2에서 알 

수 있 듯이， 0-300 Gy의 범위에서는 OSL로 만든 성장곡선과 isothermal 

TL로 만든 성장곡선의 모양이 유사하며， 이는 0-300 Gy내의 시료에 대해 

서는 두 방법으로 구한 등가선량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논의의 편의를 위해 OSL로 구한 등가선량은 De，OSL로， isothermal TL로 구 

한 둥가선 량은 D e.isothermalTL로 표기 한다. 

2. 현생 퇴 적 환경 시 료의 D e, isothermalTL 

석영의 isothermal TL신호가 연대측정에 신뢰성있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측정하고자하는 시료가 퇴적될 당시 D e.isothermalπ가 0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퇴적될 당시， 325 0C TL trap에 잡혀있던 전자들 중 

UV -sensitive한 부분이 빛에 의해 완전히 방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 

재 퇴적되고 있는 시료들을 채취하여 D e.isothermalTL값의 분포를 살펴보았다(그 

림 6-3). 현생 풍성사구시료 34 subsample에 대한 평균 D e，isothermalTL값은 

14.1 :!: 1.1 Gy였고， 현생 해빈층시료 17 subsample에 대한 평균 D e, isothermalTL 

값은 16.4 :!: 1.2 Gy였으며， 일부 시료만이 20Gy이상의 D e. isothermalTL값을 보였 

다. 이 결과는 적어도 풍성퇴적환경이나 해빈퇴적환경에서는 석영의 

De，isotherm띠π값이 충분히 0에 가깝게 되며， 특히 이번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 

고 있는 “오래된” 시료의 연대측정에 있어서 거의 무시할 만한 영향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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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방사량 포화상태에 이르는 OSL성장곡선과는 달리 isothennal TL성장곡션은 1뻐 Gy이 

상 자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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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현재 퇴적환경에서 채취한 시료들의 De.isothermalTL. (a)현재 풍성사구시료 34개의 

subsample으로부터 측정한 D e，isothermalTL값은 14.1 :!: 1.1 Gy이고， (b)현재 해변에서 채취한 

해빈층시료 17개의 subsample로부터 구한 D e.isothermalTL값은 16.4 :!: 1.2 Gy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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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ose recovery test 

Dose recovery test는 주어진 등가선량측정방법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 

지 검사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으므로(Murray and 

Wintle, 2(03),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isothermal TL을 이용한 등가선량 측 

정법에 dose recovery test를 적용하여 보았다. 실험을 위해서， 풍성사구시료 

YH04에서 추출한 15개의 석영 subsample들을 24시간 동안 실온에서 solar 

sÌmulator(SOL2)로 자연루미네선스신호를 0으로 만든 후， 0, 50, 100, 150, 

600Gy의 실험실 조사량을 가하였다(각 조사량당 3개의 subsample). 이 후， 

이들 실험설 조사량을 미지의 값으로 생각을 하고， 표 6-1에 제시한 방법으 

로 De， isotherma1TL값을 구하였다. 실험을 한 결과 각 실험실 조사량을 10%의 

오차범위내에서 정확히 구할 수 있었다(그림 6-4(a)). 600Gy의 실험실 조사 

량도 매우 정확하게 구할 수 있었는데 600Gy의 실험실 조사량을 재현하기 

위한 성장곡선을 살펴보면(그림 6-4(b)), recycling ratio가 0.99이고， 회귀현 

상은 Ro에 비해서 0.14%에 불과하는 등， 매우 건전한 루미네션스 특성을 보 

이고 있다. 또한， solar simulator로 시료에 빛을 쪼여준 후， 측정한 값이 2.7 

:t 0.3 Gy로 OGy에 근사한 값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자연상태에서도 퇴적될 

당시에 충분히 루미네선스 선호가 초기화(퇴적된 동안 축적된 루미네선스 신 

호가 0으로 되는 현상; bleaching)될 것으로 예상된다. 

4. De，OSL과 D e，isothermalTL의 비 교 

Isothermal TL 신호가 연대측정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 

하여， 다양한 퇴적환경의 시료들을 이용하여 De，OSL과 De，iso뼈rmalTL값을 비교 

하여 보았다(그림 6-5). 한개의 고해빈층시료(WKSl)을 제외하고는， 실험에 

사용된 대부분의 시료들이 오차범위 10%내에서 잘 일치하는 De，OSL과 

D e，isothermalTL값을 보인다. WKSl에서 보이는 두 값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아 

직 설명이 불가능하다. 앞서 실행한 실험들의 결과들을 고려하면 해빈환경에 

서 퇴적될 당시 bleaching 이 불완전하게 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 

로 생각되나， WKSl에서 보이는 불일치는 퇴적 당시 325 0C TL trap중 uv 
component가 완전히 bleaching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이 외에， 다른 물리적 요인이 없는지는 앞으로 더 연구되 

어야 할 것이다. 

De，OSL과 D e， isothermalTL의 비교 실험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는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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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YH04를 이용한 dose recovery test. (a)5개의 실험실조사량(0， 50, 100, 150, 600 

Gy)이 10%의 오차범위내에서 정확히 재현되었다. 상당히 높은 조사량(600 Gy)도 정확히 재 

현되었다. (b)600 Gy에 대한 dose recovery에 사용된 대표적인 성장곡선. 900 Gy이상까지 

자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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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서로 다른 실험실에서 독자적으로 시도되었다(Risø National 

Laboratory by Andrew S. Murray와 Tokyo Metropolitan University by S. 

Tsukamoto). Risø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멘마크의 Eemian 해빈층을 대 

상으로 시도되었는데， 본 연구에서와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한 등가선량 

이 서로 잘 일치하였다. 반면에 Tokyo metropolitan university에서 화산기원 

뢰스층 시료에 대한 조사에서는 De.isothemalTL이 De.OSL보다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제 4 절 뢰스층에 대한 적용 

Isothennal TL이 “오래된” 퇴적층의 연대측정에 적용가능한지를 알아보 

기 위하여 이미 OSL연대측정이 되어 있는 전독리 뢰스층에 대해서 

isothermal TL 연대측정을 실시하였다(그림 6-6(a)). 네 개의 시료를 층서적 

으로 채취하였으며， 세립질 석영 (4-11μm)을 분리하여 루미네선스 연대측정 

에 사용하였다. 기존의 OSL연대결과는 하부에서 상부로 감에 따라 110 :t 4 

ka - 70 :t 2 ka 범위였으며 이것들은 하부의 실트층에서 분리한 저어콘의 

fission track 연대결과나 실트층으로 피복된 현무암의 K-Ar 연대결과와 층 

서적으로 일치한다. 하지만， 가장 하부 56-57(m)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 

는 방사량포화현상 때문에 OSL연대측정이 불가능하였다(그림 6-6(b)). 그러 

므로， 석영의 isothermal TL 신호를 이 시료에 대해서 적용하여 보았고， 또3 

:t 47 Gy의 등가선량과 147 :t 13 ka의 연대결과를 얻었다. 그림 6-6(c)에 이 

시료의 대표적인 isothermal TL 성장곡션을 도시하였다. 이 성장콕선은 800 

Gy까지 방사량포화현상없이 자라고 았으며 거의 1.0의 recycling ratio와 0% 

에 가까운 회귀현상을 보여 매우 양호한 isothermal TL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다른 세 개의 시료에 대한 isothermal TL 연대측정결과도 기 

존의 OSL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고 있다. 

제 5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석영을 310
0

C 에서 500초 동안 유지하면서 얻은 isothermal 

TL 신호를 연대측정에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예비 실험을 수행하였다. 

Isothermal TL 신호를 이용한 성장독선은 1ωOGy까지 방사량포화현상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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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SL 
70土2ka
(249土8Gy)

108土 12 ka 
(394土42Gy)

110土4ka
(434土 15 Gy) 

0.51 土0.05 Ma (FT) 

0.490:to.045 Ma (K.Ar) 

Isothermal TL 
74:r7 ka 

(262:r23 Gy) 

113:t9 ka 
(412:r31 Gy) 

117:r7 ka 
(46H26Gy) 

6 

4 

2 

147:r13 ka ---110‘ 。
(553:t47 Gy) ... 6 

4 

2 

o 

(c) isothermal TL 

o 200 400 600 800 

Regeneration Dose (Gy) 

그림 6-6. Isothermal TL 연대측정법의 뢰스층에 대한 적용. (a)OSL연대측정값과 

isothermal 연대측정법이 에러범위 내에서 일치한다. (b)56-57m 간격에서 채취된 시료가 

450 Gy근처에서 방사량포화가 시작되지만， 둥가선량을 구할 수 없었고， 따라서 OSL연대측 

정이 불가능했다. (c)56-57m 간격에서 채취된 시료를 이용하여 만든 대표적인 isothermal 

TL 성장곡선.OSL을 이용한 성장독선과는 달리 800 Gy까지 지속적으로 자라고 있기 때문 

에 등가선량을 구할 수 있었고， 따라서， 147 :t 13 ka의 연대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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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고 있으며， 실험실에서 언위적으로 bleaching 시킨 시료의 D e, isothermalTL은 

약 3Gy였다. 또한， 현생 퇴적환경에서 채취한 풍성사구층과 해빈층의 경우에 

는 약 15Gy의 D e， isothermalTL값을 보여준다. 따라서， 풍성환경과 해빈환경은 

325 0C TL trap의 UV -component를 bleaching시 키 는 데 에 적 합한 환경 으로 

생각된다.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시료에 가한 조사량 (0 -600 Gy)은 

isothermal TL을 이용하여 정확히 구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퇴적환경의 시 

료들에 대해서 측정한 isotherma1 TL 연대는 기존의 OSL 연대결과와 잘 일 

치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아직 풀리지 않은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남아 있으며， 

이는 추후의 연구를 통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 Hsothermal TL 신호와 OSL신호가 모두 320 'C 근처에서 발생하고， 같 

은 recombination center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성장곡선의 형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2)해빈환경에서 간혹 관찰되는 incomplete bleaching을 어떻게 판별해 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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