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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트 폴리타입: 그 특성과 단층 활동연대 결정에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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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M and 2M1 stacking sequences are the most frequently encountered in the illite species among the possi-

ble 6 polytypes. The 1Md, derived from the 1M polytype which exhibits a variable degree of disorder in the stack-

ing sequence, is also observed in illite samples. In this paper, the author introduces and review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quantitative analysis method of illite polytypes, and considers the possibility to determine the

fault age and its reactivation age using K/Ar age-dating based on the quantification of illite polytypes in the fault

system. For the increase of the accuracy and precision of the illite age analysis method, the occurrence, identifica-

tion, and mineralogical characterization of illite polytypes should be defined in detail. The broadening effect of

(hkl) reflections, due to disordering of 1M polytype and the presence of I/S minerals with expandability, are also

considered as the main parameters controlling the quantification of illite polytypes using the WILDFIRE©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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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트에서 적층방식을 달리하여 나타나는 폴리타입은 대부분 1M과 2M1이며, 적층 Disordering에 따른 1Md 또

한 흔히 관찰된다. 본 해설에서는 일라이트의 폴리타입을 구분하고 정량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광물학적 이론적 근거

와 방법을 소개하고, 소규모 열수환경에 준하는 단층대 내 생성시기 및 조건을 달리하는 일라이트 폴리타입 혼합물에

의 적용을 통한 단층 활동 및 재활동연대 결정에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단층연대해석의 정확도와 신빙도를 높

이기 위해서는 단층암 대상시료 내 일라이트 폴리타입의 생성환경에 대한 정보, 동정 및 광물학적 특성에 대한 규명

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WILDFIRE©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정량분석에서, 1Md 폴리타입의 Disordering 정도 및 I/S

광물의 팽창도에 기인한 (hkl) 회절선들의 Broadening 효과 등 일라이트 폴리타입 정량분석법의 오차요인을 최소화시

키는 하기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일라이트, 폴리타입, 단층연대, X-선 회절분석, K/Ar 연대측정

1. 서 론

일라이트(Illite)라는 용어는 Grim et al.(1937)에 의

해 특정 광물명이 아니라, ‘mica-like clay minerals’을

일컫는 일반용어로 처음 사용되었다. 그 이름은 이 광

물이 처음 기재된 Illinois주 명칭으로부터 명명되었으

며, 그 후, 팽창성을 갖지 않는 10Å의 저면간격

(d(001) spacing)의 점토광물에 대해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정의는 토양학자들에게는 인정되어 사용되

었으나, 속성작용, Supergene과 열수변질작용과 같은

지질학적 환경에서 일라이트가 특정 광물종으로

Nucleation과 Growth 과정을 따르며 성장하는 모습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광물학자들에게는 적절한 정의로 받

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Clay Mineral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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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Committee(1984), Eberl and rodo

(1984) 등은 일라이트에 대하여 보다 제한적인 정의를

내렸으며, 최근 Meunier and Velde(2010)는 이 정의

들을 고려하여 ‘‘일라이트’’라고 명명하기 위해서는 다

음의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1)일라이트는 이팔면체 구조 (dioctahedral sheets)

를 갖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삼팔면

체(trioctahedral) 일라이트는 삼팔면체 운모의 조

각이다.

(2)정방위시편에 대한 XRD 분석결과 10Å의 Non-

expandable (001) 저면간격을 가져야 한다.

(3)층간전하(Interlayer charge)는 O10(OH)2 기준으

로 1 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의에 기초하여 볼 때, 일라이트는 주로

지질학적 환경 중 퇴적분지의 속성작용의 산물, 그리

고 지열대나 열수변질대의 변질산물로 나타나며, 따라

서 이들의 광물학적 특성, 지화학적 생성조건, 그리고

생성연대 정보는 이들 지질학적 환경을 정량적으로 이

해하는 중요한 열쇄가 될 수 있다. 또한 층형규산염광

물(Sheet silicates)에서 나타나는 적층방식(Stacking

type)을 달리하는 폴리타입 특성이 일라이트의 경우 대

부분 1M과 2M1으로 제한되며, 이 중 1M 폴리타입은

Disordering 정도와 Dioctahedral sheet의 type(cis,

또는 trans) 특성 등이 그 생성조건을 반영하여 달리

나타난다(Meunier and Velde, 2010). 따라서 일라이트

생성 지질환경에서 일라이트 폴리타입을 정확히 구분

하고, 그 함량을 정량한다면 생성환경에 대한 보다 정

확한 조건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다중 변질

작용을 받아 생성시기 및 조건을 달리하는 혼합물 내

일라이트 폴리타입 각각의 생성환경 해석에 핵심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 본 해설에서는 일라이트의 폴리타

입을 구분하고 정량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광물학적 이

론적 근거를 검토하고, 그 방법을 소개하며, 소규모의

열수환경에 준하는 단층대 내 생성시기 및 조건을 달

리하는 일라이트 폴리타입 혼합체에의 적용을 통한 단

층 활동연대 결정에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폴리타입의 종류 및 특성

일라이트 폴리타입의 생성

층형규산염광물(Sheet silicates)에서 팔면체판

(Octahedral sheets)은 사면체판(Tetrahedral sheets)과

만나면서 3회 회전축 중 한 방향으로 a/3 만큼 이동되

어 결합을 하며, 이 경우 6개의 가능한 벡터가 있고

(Smith and Yoder, 1956), 이들 벡터 조합으로 c축

방향으로의 적층방식(Stacking type)을 달리하는 다양

한 폴리타입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Fig. 1). 사면체판과

사면체판이 만나는 층간에서는 K+-O2- 결합이 강하기

때문에 Si4+-Si4+ 척력에도 불구하고 층 사이의 이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2:1 층형광물에서 팔면체판의

이동현상이 c축 방향에 대해 특정 방향으로 단위포가

기울어지며 적층되는 폴리타입 특성을 갖게 한다.

Smith and Yoder(1956)는 2:1 층형광물에서는 적층방

식에 따라 이론적으로 1M, 2M1, 2M2, 2Or, 3T, 그리

고 6H의 6개 폴리타입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자연계

에서 관찰되는 일라이트의 대부분은 한 방향으로 적층

이 되는 상대적으로 저온형의 1M 폴리타입과, 120o를

갖는 두 방향으로 번갈아 회전하며 적층되는 상대적으

로 고온형의 2M1 폴리타입으로 제한되어 나타난다(Fig.

2). 또 하나의 흔히 관찰되는 일라이트 폴리타입은 적

층 시 Stacking sequence에서 다양한 Disordering을

보여주는, 1M 폴리타입의 변형인 1Md 폴리타입이다.

Só nó

Fig. 1. The crystal structure of illite layers. (a) The unit cell

with a and b dimensions, (b) The shift between 2 tetrahedral

sheets in a given 2:1 layer is a/3(from Meunier and Velde,

2010), and (c) The 6 possible shift vectors(from Simth and

Yoder,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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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ordering은 1M sequence에서 적층되는 두 층 사

이에 Non-rational rotations에 기인한 Stacking defect

때문에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1M, 또는 1Md 폴리타입

은 O10(OH)2 기준으로 0.75~0.9의 층전하를 가지며,

2M1 폴리타입은 0.9 내외의 층전하를 갖는 경향이 있

다(Meunier and Velde, 2010).

이팔면체 빈자리 위치에 따른 폴리타입 특성

일라이트는 단위포 내 팔면체판의 3개의 양이온 자

리 중 1개의 자리가 비어있는 이팔면체 (Dioctahedral)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빈 자리(Vacant site)의 존재는

팔면체판 구조의 변형을 초래한다(Fig. 3a). 팔면체 빈

자리(Vacant site)는 6개의 음이온 꼭지점(4개 O2-+ 2

개 OH-) 중 2개 OH-의 위치에 따라 trans와 cis로

구분되는데, 팔면체판 내에는 단위포 당 2개의 cis와 1

개의 trans 빈자리가 가능하며, 이들의 위치에 따라 결

정의 대칭면이 존재할 수 있다(Fig. 3b, c). 즉, trans

빈자리에는 대칭면이 존재하는 반면, cis 빈자리에는 대

칭면이 존재하지 않는다(Meunier and Velde, 2010).

Fig. 2. The illite polytypes. (a) Simplified cross section of a

two-layer stacking showing how it can be represented by 2

vectors, (b) the 1M polytype, and (c) 2M1 polytype(from

Meunier and Velde, 2010).

Fig. 3. The Structures of 2:1 dioctahedral phyllosilicates.

(a) Projection of the unit cell in the b-c plane(pyrophyllite),

(b) the 3 types of octahedra, and (c) only the trans-position

introduces a plane of symmetry in the octahedral sheet(from

Meunier, 2005).

Fig. 4. Simplified 3D atomic organization in illites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the vacant sites. (a) The position of the

shift vector in cis and trans structures of the octahedral

sheet, (b) 1M polytypes for cis and trans structures, and (c)

2M1 polytypes for cis and trans structures(from Meunier

and Veld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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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M 폴리타입에서 trans 빈자리를 갖는

1Mt 폴리타입은 cis 빈자리를 갖는 1Mc 폴리타입에

비해 추가적인 대칭면을 결정구조 내에 갖게 된다(Fig.

4a, b). 그 결과로 X-선 회절특성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며, 이를 이용하여 두 폴리타입의 상대적 함량 측정

이 가능하게 된다(Drits et al, 1993; Reynolds and

Thomson, 1993). 2M1 폴리타입의 경우 120o를 갖는

두 방향으로 번갈아 회전하며 적층되기 때문에 팔면체

판에서의 trans와 cis 빈자리 특성은 뚜렷한 차이를 만

들지 못한다(Fig. 4c)(Meunier and Velde, 2010).

일라이트 화학조성과 폴리타입

Meunier and Velde(1989)는 일라이트 화학조성과

폴리타입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폴리타입이 화학조

성에 의해 구분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일라이트

화학분석을 통하여 M+-4Si-R2+ 관계도에 도시할 경우,

2M1 폴리타입은 K값 0.9 선과 1.0 선 (Phengite

line) 사이에 도시되며, 1M, 1Md 폴리타입은 K값

0.75 선과 0.9 선 사이에 도시됨을 보여주었다(Fig. 5).

2M1 폴리타입 영역은 결정질의 ‘‘Muscovite’’ 성분영

역과 중복됨으로, 이 영역에 도시되는 운모광물이 새

로 생성된 결정질 일라이트 2M1 폴리타입인지, 주변암

으로부터 쇄설성 ‘‘Muscovite’’ 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이 편광 및 전자현미경 관찰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여기서 0.9 K선과 0.75 K선은 층전하 기원이 사면체

Si에 대한 Al 치환에 기인하는 ‘‘Muscovite-type’’ 단

성분과 층전하 기원이 사면체뿐 아니라 팔면체로부터

도 기인하는 ‘‘Celadonite-type’’ 단성분 사이의 연속

고용체임을 지시한다. 이와 같은 폴리타입별 화학조성

에서의 차이는 대상시료 박편의 전자현미분석과 전자

현미경관찰을 병행하여 각 폴리타입의 선후관계를 직

접 확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라이트 함유

대상시료에 대하여 그 생성연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박편 상에서 전자현미분석을 통해 폴리타입에 대한 정

보를 확인하고, 전자현미경관찰을 통해 각 폴리타입의

산상, 선후관계, 쇄설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광물학적

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을 제시해 준다.

3. 폴리타입의 X-선 회절분석을 통한 구분과

정량분석

WILDFIREⓒ를 이용한 일라이트 폴리타입 시뮬레이션

적층방식 차이에 의한 원자 위치의 차이는 X-선 회

절패턴에서 (hkl) 회절선 위치의 차이를 만들어 폴리타

입을 구분할 수 있게 하며, 각 회절선의 피크강도는

각 폴리타입의 함량을 정량할 수 있게 한다(Drits et

al., 1993; Reynolds and Thomson, 1993). 그러나

자연계에서 일라이트는 지질학적 생성환경에 따라 1Mc,

1Mt, 2M1 폴리타입의 다양한 조합의 혼합물로 나타날

뿐 아니라, Disordering을 보여주는 1Md 폴리타입까지

함께 존재하고 있어, 각 폴리타입의 함량을 정량분석

하기가 매우 어렵고 복잡하게 한다. 폴리타입을 정량

분석하는 시도 중 WILDFIRE©(Reynolds, 1993, 1994)

를 이용한 3-D X-선 회절패턴의 시뮬레이션에 기초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Reynolds(1993, 1994)의 WILDFIRE©에 입력되는 X-

선 회절패턴 시뮬레이션을 위한 변수 중 핵심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Probability of zero rotation(Po)

Probability of 120o rotation(P120)

Fraction of n60o degree rotation(P60)

Proportion of cis-vacant layers

Mean defect-free(Coherence) distance

% expandability

No. of unit cells along X(N1)

Fig. 5. Chemical composition of illite. (a) Solid solution in

the muscovite-celadonite- pyrophyllite system(from Hower

and Mowatt, 1966), and (b) extraction of solid solutions for

1M and 2M1 illites in the M+-4Si-R2+ system(from Meunier

and Velde,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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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f unit cells along Y(N2)

No. of unit cells along Z(N3)

K and Fe fraction in the structure

위 변수들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폴리타입의

X-선 회절패턴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특히 팔면체

자리 특성인 trans, 또는 cis 빈자리, 적층 Rotation

특성 및 Disordering 정도, I/S(Illite/smectite mixed

혼합층) 광물 내 스멕타이트 성분 함량과 관계있는 팽

창도(% expandability) 등에 따른 (hkl) 회절패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각 폴리타입의 정량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Fig. 6은 WILDFIRE©를 이

용하여 1M 폴리타입 중 trans 빈자리를 갖는 1Mt,

cis 빈자리를 갖는 1Mc, 그리고 2M1 폴리타입에 대하

여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로 폴리타입에 따라 (hkl) 회

절패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Fig. 7은

Po(Probability of zero rotation)의 증가, 즉, Disordering

증가(1Md 특성 증가)에 따라 1Mt의 (hkl) 회절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20~34o 2θ 구간에

서 피크 수 및 강도의 감소, 피크 Broadening의 증가

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 구간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스멕타이트, 혹은 I/S 광물 내 스멕타이트 성분

의 존재(팽창도, % expandability)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Moore and Reynolds, 1997). 팽창도(%

expandability) 변수로 조절되는 스멕타이트, 혹은 I/S

광물 내 스멕타이트 성분의 존재 정도는 34~39o 2θ

구간의 k=3n 피크들의 Broadening에도 영향을 주므

로, Po Disordering에 의한 1Md 패턴과 구분이 가능

하다(Moore and Reynolds, 1997). 하지만, 34~39o

2θ 구간의 k=3n 피크들은 P60(60o rotation 효과)의

증가에 따른 피크 Broadening이 일어나는 1Md 패턴

과 중첩되어 차이는 있지만 구분이 어렵다(Moore and

Reynolds, 1997). 따라서 일라이트 폴리타입 정량분석

을 위해서는 대상시료의 XRD 패턴에 나타나는 스멕

타이트, 혹은 I/S 광물의 존재유무, 피크 Broadening

정도 등을 고려하여 1M 폴리타입 시뮬레이션 과정에

서 Po, P60, 팽창도 변수들의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

일라이트 폴리타입 정량분석

Grathoff and Moore(1996)는 측정된 일라이트의

(hkl) 회절선 피크강도와 각 폴리타입의 WILDFIRE©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하여 1M, 1Md, 그리고 2M1

폴리타입의 상대함량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성

공적으로 정량분석 한 바 있다. 정량분석의 일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시료의 부정방위시편을

Fig. 6. Simulated X-ray powder diffraction patterns of cis-

and trans-1M illites and 2M1 illite using WILDFIRE©.

Fig. 7. Simulated X-ray powder diffraction patterns for

the series from trans-1M(1Mt) to trans-1Md(1Mt) using

WILDFIRE©. Unshaded regions contain peaks for which

k 3n, k=3n reflections are lightly shaded, and dark

shading depicts mixed peak types. Po is the probability of a

zero-layer rotation with respect to the layer below it along

Z(Moore and Reynolds,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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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여 이에 대한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한다. (2) 시

료 내 존재하는 폴리타입을 동정한다. 특히 1M 폴리

타입이 1Mt, 1Mc 여부, 1Md 존재 여부, 팽창도 등을

확인한다. (3) WILDFIRE©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폴리

타입의 적절한 시뮬레이션 X-선 회절패턴을 결정한다.

(4)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된 폴리타입 X-선 회절패턴

사이의 혼합비를 달리하면서 구한 혼합 X-선 회절패턴

과 측정한 대상시료 부정방위 X-선 회절패턴의 비교를

통해 적절한 혼합비를 결정한다. Fig. 8은 1Mt 와

2M1 폴리타입 사이의 혼합비를 달리한 혼합 X-선 회

절패턴을 예시한 결과이다. 정확한 일라이트 폴리타입

정량분석을 위해서는 최대한의 부정방위 (hkl) 회절선

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충분한 입도

분리 분말시료의 Back-packing mount 시료준비를 통

한 범용 X-선 분말회절분석법 적용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제한된 극소량의 시료로 부정방위 (hkl) 회

절선을 얻는 방법으로는 Capillary tube를 이용한

Micro-focused X-선 분말회절분석이 효과적으로 활용

될 수 있다. 대상시료에 스멕타이트, 혹은 I/S 광물이

존재할 경우 팽창도 효과와 Disordering 효과의 중첩

으로 적절한 1M 및 1Md 폴리타입 시뮬레이션 결과

패턴의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시료 준비과정에서 K-saturation을 시

키고, 300oC 가열처리를 통해 I/S 광물 내 스멕타이트

성분에 의한 팽창도 효과를 제거한 후 X-선 회절패턴

을 얻어 1Md 폴리타입 성분으로 정량한다면, 시뮬레이

션과정에서의 팽창도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2M1과 1M 폴리타입 정량분석의 오차요인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I/S 광물과 1Md 폴리타입

이 각각 다른 생성연대를 갖는다면, 적용할 수 없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1Md 폴리타입과 I/S 광물이 적층

구조와 생성조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할 것이다.

4. 단층 활동연대 결정에의 활용

폴리타입 혼합물의 연대 해석방법

일라이트는 다량의 K을 함유하고 있어 K/Ar 연대측

정 대상광물로 많이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다양한 지

질환경의 일라이트는 단일 폴리타입이 아닌 2개, 혹은

그 이상의 폴리타입 혼합물로 나타나며, 따라서 이에

대한 K/Ar 연대측정값은 혼합연대로, 각 폴리타입의

생성연대를 결정할 수 없다. Pevear(1992)는 이와 같

은 혼합물 내 각 폴리타입 생성연대를 결정하는 방법

을 제시하고, 속성작용을 받은 퇴적분지 일라이트 혼

합물에 적용하여 속성작용에 의해 생성된 자생

(Authigenic) 일라이트와 주변암 내 쇄설기원 일라이트

의 생성연대를 각각 결정하였다. 즉, 1Md 폴리타입을

자생 일라이트로, 2M1 폴리타입을 쇄설성 일라이트로

각각 규정하고, 동일시료로부터 3개 이상의 점토입도

를 분리하여, 각각의 입도별 부정방위 X-선 회절패턴

으로부터 앞에서 언급한 방법과 같이 2M1 폴리타입의

Fig. 8. Mixed X-ray powder diffraction patterns for the

different ratios between simulated patterns of trans-1M(1Mt)

and 2M1 polytypes.

Fig. 9. K-Ar datation of samples of diagenetic shales two

series and composed of mixture of detrital illite and newly-

formed illite whose proportions have been determined by

X-ray diffraction(from Pevear, 1992). Points, circles, black

squares and correspond to different size fractions. The two

straight lines have been obtained linear regression(from

Pevea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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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을 정량분석하였다. 이들 입도시료에 대한 K/Ar

연대측정값과 2M1 폴리타입 정량분석 값을 도시하여

이들의 일차 회귀선(Linear regression)으로부터 1Md

와 2M1 폴리타입의 생성연대를 결정하였다(Pevear,

1992; Fig. 9). 이 경우는 두 개의 폴리타입만이 존재

한다는 가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대해 일라이트 생성 후의 구조 내 K 자리에서의 K

및 Ar의 유입 및 손실효과가 있어 K/Ar 연대측정법

적용의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rodo ,

1999), Ylagan et al.(2000)은 Na+, 또는 NH4
+에 의한

층간 치환을 통해 일라이트 구조 내의 약한 결합구조의

K+를 치환시킴으로써, 생성 후 이동 가능성 있는 K를

제거하여 그 오차 요인을 줄일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단층 활동연대 결정에의 적용

단층대 일라이트는 단층활동 후 생성된 파쇄대를 따

라 이동하는 열수로부터 생성될 수 있으며, 열수의 지

화학적 특성(온도, 압력, 화학조성)에 의해 폴리타입이

결정될 것이다. 이 같은 폴리타입 연대를 결정할 수

있다면, 단층의 활동연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

변 모암 내 백운모(2M1 폴리타입)가 단층대에 쇄설성

으로 혼재된다면, 단층점토는 두 개의 생성연대를 달

리하는 일라이트의 혼합물로 존재할 것이며, 그 연대

는 혼합연대로 특정 단층활동연대를 지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한 단층활동연대를 해석하기 위해 앞서 언

급된 퇴적분지의 속성작용 연대결정에 이용되었던 연

대해석방법이 그대로 단층활동연대 결정에 적용한 연

구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Kralik et al., 1987;
Tanaka et al., 1995; van der Pluijm et al., 2001;

Solum et al., 2005; Uysal et al., 2006). 즉,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동일시료로부터 다른 입도구간을 갖

는 입도분리시료에 대하여 X-선 회절패턴을 이용한 각

폴리타입의 정량분석이 이루어지고, 혼합연대측정 값이

분석된다면, 각 폴리타입의 생성연대 결정이 가능할 것

이다. 이들 연구사례는 모두 단층대 일라이트 중 2M1

폴리타입이 주변 모암으로부터 기원한 것으로 가정하

고, 1M, 혹은 1Md 폴리타입만을 단층대에서 새로 생

성된 일라이트로 하여 단층활동연대를 결정하였다. 그

러나 단층대는 퇴적분지와는 달리 단층대를 따라서 단

층 재활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생성연대와 생

성조건을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단층 생성 일라이트

폴리타입의 존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쇄설성 일

라이트까지 혼재할 경우 3개 이상의 일라이트 폴리타

입이 존재할 수 있다. 3개 이상의 폴리타입이 혼합된

시료의 경우에는 3개 이상의 입도분리 시료에 대한 폴

리타입 정량분석과 혼합연대가 결정된다면 다음의 연

립방정식으로부터 각 폴리타입의 생성연대 결정이 가

능하다.

Xa1Ta + Xb1Tb + Xc1Tc + ... = T1

Xa2Ta + Xb2Tb + Xc2Tc + ... = T2

Xa3Ta + Xb3Tb + Xc3Tc + ... = T3

...

여기서

a, b, c .... ; 대상시료 내 폴리타입

Ta, Tb, Tc; 폴리타입 a, b, c의 생성연대

1, 2, 3 .... ; 대상시료로부터 분리된 입도

Xa1, Xb1, Xc1, Xa2, Xb2, Xc2, Xa3, Xb3, Xc3; 각

입도별 폴리타입 정량분석 값

T1, T2, T3; 각 입도의 혼합연대

단층 재활동에 따른 다른 조건의 열수 이동에 의해

다른 형태의 폴리타입이 생성되었다면, 이 방법으로부

터 단층대의 단층활동 및 재활동연대를 결정할 수 있

다. 그러나 위 방법의 적용을 통한 적절한 연대해석을

위해서는 (1) 단층대 주변암에 대한 구성광물 확인을

통해 암석 내 백운모(2M1 폴리타입) 및 흑운모의 존재

여부의 확인과, (2) 단층암 내 2M1 및 1M 혹은 1Md

폴리타입의 존재 여부 및 상호 선후관계 확인과정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의 확인은 언급된 연

대분석 결과로 도출될 각 폴리타입의 생성연대가 어떤

폴리타입 생성연대인지를 결정하고, 이들 연대가 단층

활동 및 재활동연대와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와 폴리

타입 생성조건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유입 열수의

지화학적 특성 해석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

해서 단층대 암석에 대하여 Bulk 시료 박편에 대한

편광현미경 관찰, 전자현미 화학분석(SEM-EDS), 전자

현미경(SEM-BSE image) 및 투과전자현미경(TEM-

ED) 관찰 등의 체계적인 광물학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또한 단층대가 열수의 유입과 이동이 있는 개방계

(Open system)임을 고려하여 K/Ar 연대측정법에서 제

기되고 있는 일라이트 생성 후의 구조 내 K 자리의

K 및 Ar의 유입 및 손실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

도분리과정에서 Na+, 또는 NH4
+에 의한 층간 치환

(Ylagan et al., 2000)을 통해 일라이트 구조 내의 약

한 결합구조의 K+를 치환시키는 방법이 적용되어야할

것이다.

Só n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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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일라이트의 폴리타입은 X-선 회절패턴에서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혼합물로부터 (hkl) 회절선 위치 및 피크

강도를 이용하여 각 폴리타입의 함량을 정량할 수 있

으며, 이를 단층대 일라이트 혼합물에 적용한다면 단

층의 활동 및 재활동연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

법이 될 수 있고, 대상지역의 지체구조 진화과정 규명

을 위해 요구되는 핵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연대해석을 위해서는 단층암 대상시료

에 대한 광물학적 접근을 통해 일라이트 각 폴리타입

의 생성환경과 광물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 1Md 폴리

타입의 Disordering 정도 및 I/S 광물의 팽창도에 기

인한 (hkl) 회절선들의 Broadening 효과 등 일라이트

폴리타입 정량분석법의 오차요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

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형적인 (hkl) 회절선을 얻기 위한 X-선

회절분석 부정방위 시편 준비와 K/Ar 분석법의 오차요

인을 줄일 수 있는 시료 전처리 등 정량분석과정의 체

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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