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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focused on mineral compositions, microstructures and distributional characters of remained grains in

the fault rocks collected from a fault developed in Yongdang-ri, Yangbuk-myeon, Gyeongju City, Korea, using X-

ray diffraction (XRD), optical microscope, laser grain size analysis and fractal dimension analysis methods. The

exposed fault core zone is about 1.5 meter thick. On the average, the breccia zone is 1.2 meter and the gouge zone

is 20cm thick, respectively. XRD results show that the breccia zone consists predominantly of rock-forming miner-

als including quartz and feldspar, but the gouge zone consists of abundant clay minerals such as chlorite, illite and

kaolinite. Mineral vein, pyrite and altered minerals commonly observed in the fault rock support evidence of fault

activity associated with hydrothermal alteration. Fractal dimensions based on box counting, image analysis and laser

particle analysis suggest that mineral grains in the fault rock underwent fracturing process as well as abrasion that

gave rise to diminution of grains during the fault activity. Fractal dimensions(D-values) calculated by three meth-

ods gradually increase from the breccia zone to the gouge zone which has commonly high D-values. There are no

noticeable changes in D-values in the gouge zone with trend being constant. It means that the bulk-crushing pro-

cess of mineral grains in the breccia zone was predominant, whereas abrasion of mineral grains in the gouge zone

took place by continuous fault activity. It means that the bulk-crushing process of mineral grains in the breccia zone

was predominant, whereas abrasion of mineral grains in the gouge zone took place by continuous fault activity.

Mineral compositions in the fault zone and peculiar trends in grain distribution indicate that multiple fault activity

had a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evolution of fault zones, together with hydrothermal alteration. Meanwhile,

fractal dimension values(D) in the fault rock should be used with caution because there is possibility that different

values are unexpectedly obtained depending on the measurement methods available even in the sam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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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양북면 용당리에 발달한 단층암을 대상으로 X선 회절 분석(XRD), 광학현미경 분석, 레이저 입도 분석, 프

랙탈 차원 분석을 적용하여 단층암의 광물 조성과 미구조, 잔류입자의 분포 특성을 연구하였다. 단층핵은 약 1.5 m

두께로 발달하며 이 중 각력대는 약 1.2m, 단층핵의 가장 중심부인 비지대는 평균 20cm의 얇은 두께로 노출되어 있

다. 각력대에서는 석영, 장석류 등의 조암광물이 주 구성 광물로서 산출되고 비지대에서는 녹니석, 일라이트 등의 점

토광물이 주 구성 광물로서 산출된다. 단층암에서 빈번하게 산출되는 맥상광물, 황철석, 변질 광물 등은 단층활동과

더불어 열수변질 작용이 수반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현미경에 의한 구획 점셈(box counting), Image J에 의한 영상

분석 및 레이저 입도 분석에 기초한 프랙탈 차원값은 단층암의 입자 파쇄 특성을 잘 보여준다. 세 가지 방법으로 구

한 프랙탈 차원값(D)은 각력대에서 비지대로 갈수록 그 값이 증가하고 비지대 내에서는 공통적으로 높은 차원값을 갖

는다. 비지대 내에서는 D값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각력대에서는 입자

들의 대량파쇄가 우세하게 발생하고, 단층운동이 계속되어 생성된 비지대에서는 입자의 마모가 보다 우세하게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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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을 시사한다. 연구지역 단층암의 광물 조성과 입자 분포 특성은 다중 단층 운동과 열수변질 작용이 본 연구지역

단층대의 진화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지시한다. 단층암에서의 프랙탈 차원값이 측정 기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프랙탈 차원값의 상대적인 비교는 보다 신중히 이용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단층암, 단층비지, 광물조성, 프랙탈 차원, 열수변질

1. 서 론

한반도 남동부에는 한반도에서 발견된 제4기 단층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단층활동은 현재 이 지역의

지괴를 형성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Chang, 2001). 최근까지 발견된 대부분의

제4기 단층은 양산단층대와 울산단층대를 따라 분포하

며 일부는 울산단층대 동측의 해안지역에 위치한다

(Kee et al., 2007). 그 예로 양산단층대의 상천, 가천,

조일, 월평, 신화, 벽계, 유계 단층 등과 울산단층대의

왕산, 신계, 마동, 감산사, 활성, 말방, 입실, 개곡, 원원

사, 이화 단층 등을 들 수 있다(Chang et al., 2005a;

Kim and Jin, 2006; Kyung, 2010). 이런 단층대에

관해서는 구조적인 연구와 함께 고지진학적인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Ryoo et al., 2002; Choi, 2005;

Kim and Jin, 2006; Ryoo, 2009; Kyung, 2010).

일반적으로 대규모 단층들은 파쇄작용이 극심히 일

어나므로 인해 단층면보다는 단층대로 산출되고, 단일

단층대 내부에는 일반적으로 대상구조가 발달한다

(Chang and Choo, 1998; 1999). 대상구조는 단층대의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단층이 생성될 당시 가장

큰 힘과 압력을 받아 단층 중심부에서 발달하게 되는

비지대(gouge zone), 원암이 파쇄되어 생겨나는 각력

대(breccia zone), 그리고 원암에 부수적인 단층과 미

약한 단열이 흔하게 발달하는 손상대(damage zone)로

관찰된다. 이 중 각력대와 비지대를 단층핵(fault core)

으로 지칭하기도 하나, 각력대는 보통 원암의 구조가

인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쇄가 일어나고 비지대는 극

미립 입자로 구성되어 육안으로는 반상쇄편의 관찰이

어렵다(Chang and Choo, 1999).

단층 자체에 대한 구조적인 연구와 더불어 단층 작

용에 수반되는 단층암의 암석·광물학적 특성 변화를

규명하려는 연구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단

층핵 내의 비지대가 점진적인 단층대 발달의 단계를

거쳐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Chang and Jang,

2008)나 단층 비지대의 광물 조성 변화와 이에 수반되

는 이차광물의 형성 특징에 관한 연구는 단층활동의

물리화학적 조건이나 환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단층 비지의 광물 조성과 미세조직은 단

층 비지가 단층운동에 수반된 열수변질작용과 다중단층

작용으로 생성된 것임을 시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된 열수의 온도에 대한 추적도 시도된 바 있다(Chang

and Chae, 2004; Chang et al., 2005a). 또한 비지대

의 암석화학 조성변화를 통하여 단층의 연대를 구분하

여 이를 토대로 단층운동의 단계를 파악하기도 하였다

(Chang and Choo, 1998).

이와 같이 이전까지 수행된 광범위한 단층연구는 여

러 단층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층비지 시료를 이용

하여 획득한 결과를 단일 단층대에 일반화시킨 것이다.

단일 단층대 내의 광물 조성과 입도 분포 변화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는 단층암의 특성을 보

다 효율적으로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단층암의

입자크기 분포를 특성화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입자 크기별 빈도의 프랙탈 관계를 흔히 사용하고 있

다(Chang, 2010). 이는 프랙탈의 ‘자기 유사성’ 개념을

통해 일부분의 결과로 전체의 입자파쇄 정도를 파악하

고 각 지점의 입자 파쇄 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각각 다른 차원값은 다른 파쇄

과정을 겪었음을 시사함(Storti et al., 2003)은 물론

높은 차원값은 큰 단층슬립과 다중 단층작용을 반영한

다고 알려져 있는데(Billi, 2005; Chang, 2010) 일부

논문에서는 구조적인 단열을 프랙탈 차원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Kim and Chang, 2009).

본 연구에서는 단층암의 입자 특성을 추적하는 데

있어 다양한 방법을 통합적으로 시도하였다. 우선 기

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편광현미경 하에서 입자의

장축의 길이로 입자의 크기를 정량화하는 방법은 동일

한 길이의 장축을 갖는 원형 입자와 타원형 입자가 동

일한 크기의 입자로 간주되는 문제가 수반된다. 단순

한 직경의 한계를 보다 완화하기 위하여 입자의 면적

과 둘레를 토대로 그 크기를 정량화할 수 있는 이미지

프로그램(Image J)을 이용하여 프랙탈 차원값의 측정

을 시도하였다. 면적을 통한 2차원적인 입자의 정량화

는 단층 비지대 시료의 경우 특정 방향으로 신장된 부

분이 존재하므로 박편을 만드는 방향과 같은 여러 요

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체적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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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3차원적인 분석이 가능한 레이저 입도 분석을 시

행하여 각 입자의 크기별 체적을 통해 입도 별 상대적

인 개수를 환산하는 방법으로 프랙탈 차원값의 측정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을 종합하여 보다 적절한 프랙

탈 측정 기법에 대해 논의하고 단층의 발달에 따른 단

층암의 입도 변화를 프랙탈 차원개념을 적용하여 고찰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층대 내에서 거리에

따른 통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모암이 파쇄된 후 점

토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단층암의 광물 조성과 입

자 특성의 변화를 규명하고 단층암의 생성환경을 파악

하고자 한다.

2. 지 질

연구 지역인 경주시 양북면 외동읍 일대는 백악기

경상누층군에 속하는 하양층군, 유천층군, 이들을 관입

하는 불국사 관입암류 및 그 위에 부정합적으로 놓이

는 소규모의 제3기 지층 그리고 제4기 미고결층으로

구성되어 있다(Chang and Chae, 2004; Chang et

al., 2005b). 불국사 관입암류는 화강암류와 각종 맥암

류로 구성되는데 화강암류는 화강섬록암, 흑운모 화강

암, 각섬석 화강암, 미문상 화강암 등의 암상으로 이루

어지고 하양층군과 유천층군을 이 지역의 곳곳에서 관

입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상당한 접촉 변성작용을

야기하고 있다(Fig. 1).

단층에 대한 조사는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의 계곡 노두(129o28'327"/35o44'174")에서 시행되었다.

이 노두의 암상은 화강암과 화산암이 혼재되어 나타나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지만 기본적으로 불국사 화강

암과 소규모의 관입암체가 분포한다(Chang and Chae,

2004; Chang et al., 2005b).

단층면의 자세는 N70~83W, 60~70SW로 나타나며

각력대와 비지대를 포함하는 단층핵은 전체적으로 약

1.5m의 두께를 갖고 있다(Fig. 2). 이 중 약 1.2m의 두

께를 갖는 각력대는 비지대와 뚜렷한 경계를 나타내며

발달하는데 망간 산화물이 첨가되어 있다. 각력대 내

에서는 단층 방향과는 별개로 여러 방향의 단열이 형

성되어 있고, 이러한 각력 사이의 열극을 로몬타이트

와 석영이 맥상으로 채우고 있다. 각력대는 전반적으

로 화강암으로 구성되고 일부 화산암이 협재되어 있는

양상의 암상을 띠는데 화강암 노두가 파쇄되어 전혀

마모되지 않은 상태의 각상으로 나타난다. 단층핵의 가

장 중심부를 이루는 단층 비지는 평균 20cm의 얇은

폭으로 노출되어 있다. 단층 비지는 극미립의 입자로

구성되며 수분을 다량 포함하기 때문에 약간의 소성을

Fig. 1. Geological map of the study area in the southeastern par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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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엽리가 잘 발달되어 있

으며 녹황색, 청회색, 유백색으로 산출되고 이 중 녹황

색 비지가 각력대에 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Fig.

2c). 또한 녹황색 비지대와 청회색 비지대의 경계부에

서 석영맥이 흔하게 여러 개가 발달하고, 산화망간, 황

철석과 같은 광물들이 산점상 혹은 맥상으로 다수 발

달한다(Fig. 2).

단층암의 발달에 따른 암석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비지대를 중심으로 거리별로 시료를 채취하였다.

각력대의 경우 비지대를 중심으로 30cm, 100cm 떨어

진 지점 및 비지대와의 경계부에서 시료를 채취하였고

비지대의 경우 색상 변화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지

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3. 연구방법

연구지역의 암석과 단층암의 암석광물학적인 연구와

단층암의 조직과 구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표준연마박편을 제작하였다. 단층 비지대 시료의 미고

결 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료를 충분하게 건조한

후 저밀도 에폭시를 사용하여 기존의 구조를 교란시키

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고정시킨 후 박편 제작을 수행하

Fig. 2. Outcrop of the Quaternary fault and sampling points (samples 1~10). (a) The fault lies on the border between granite

and rhyolite. Gouge zone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fault zone and breccia zone is distributed around the gouge zone.

Sampling points of breccia zone (samples 1~2). (b) Laumontite vein in the breccia zone. (c) Distributional pattern between

bluish gray and greenish yellow gouge zones. Greenish yellow gouge zone is in contact with the breccia zone. (d) Quartz

vein developed between bluish gray and greenish yellow gouge zones. (e) Sampling points of gouge zone (samples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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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육안으로도 엽리와 같은 구조가 관찰되는 일부

비지 시료는 정향 단면에 대한 구조적 특성을 관찰하

였다. 관찰된 비지 시료의 단면은 육안으로 그 특징을

기재하거나 연마한 시료의 단면을 고해상도(2400 dpi)

로 스캔하여 관찰하였다. 박편은 최대한 비지대 엽리

에 수직이고 미끄럼 선에 평행한 방향으로 제작하였다.

각력대 2개(A100, A30), 비지대 6개 (B2, B5-5, B5-g,

B7, Greenish yellow, Bluish gray) 총 8개의 시료에

대한 박편을 제작하였다. 8개의 시료 중 미구조의 발

달이 뛰어난 시료 3개(B2, B5-g, B7)에 대해서는 대

형 크기의 박편(2 × 3 inches)을 제작하였다. 비지대

시료는 점토가 주성분이므로 박편 제작 시 물을 사용

할 수 없다. 비지대 시료 블록뿐만 아니라 비지 시료

를 슬라이드 글라스에 부착한 후에도 저밀도 에폭시를

침투시켜 입자를 고정한 후 공기 중에서 연마하는 과

정을 수 회 거쳤다. 비지대 시료의 연마는 다양한 입

도의 사포(300-2000)를 사용하였다. 연마과정에서 다이

아몬드 디스크를 이용한 기기 연마는 시료에 가해지는

과다한 마찰로 인하여 시료나 시료의 구성 광물에 인

위적인 단열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수작업으

로 사포를 이용하여 연마작업을 수행하였다.

비지와 같은 미립질 광물의 동정과 함량비 분석에

효율적인 X선 회절 분석(XRD)을 연구지역의 단층암

분석에 적용하였다. 단층 비지대의 경우 대부분 단층

점토로 구성되어 있고 매우 세립으로 파쇄된 암편이

일부 함유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단층대 관련 연구에

서는 점토광물의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이러한 단층

비지대에서 2µm 이하의 점토광물을 분리한 후 정방위

시료와 부정방위 시료로 구분하여 X선 회절 분석을 시

행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층대 전체에 걸쳐 암석 파

쇄 정도의 변화와 그에 따른 특징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야외에서 채취한 단층 비지 시료를

그대로 상온에서 건조시킨 다음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

도록 유의하여 분말화한 후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기기는 한국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구분소의 Philips X'

Pert-PRO/MRD 모델이며 측정된 회절 패턴에 대해

Rietveld법에 기초한 정량분석 프로그램인 siroquant

V3.0을 활용하여 단층암 구성 광물의 정량분석을 시행

하였다.

프랙탈 차원값(D값)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측정

하였다. S가 입자크기이고 N(S)가 입자크기별 누적개

수일 때 D값은 log S대 log N(S) 그림에서 최적선의

기울기로 결정된다(Chang, 2010). 따라서 입자의 크기

를 (1) 입자의 장축을 현미경 하에서 직접 측정하는

방법, (2) 현미경을 통해 촬영한 이미지를 Image J라

는 이미지 프로그램으로 입자의 면적과 둘레를 통해

평균입자반지름(equivalent radii)을 계산하는 방법, (3)

레이저로 입자 체적을 통해 각 입도에 따른 입자의 개

수를 계산하는 레이저 입도 분석 방법, 세 가지 방안

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우선 현미경으로 입자의 크

기 측정이 가능한 입도로 구성된 각력대 시료 A100,

A30, 비지대 시료인 B5-5에서 입자의 장축을 측정하였

다. 현미경을 통해 100배율에서 등간격으로 시야를 이

동하되 각 지점에서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는 입자의

장축을 측정하였다. Image J를 통하여 측정한 입자의

면적과 둘레를 이용하는 것은 각력대 시료인 A100,

A30, 비지대 시료인 B2, B5-5, B5-g, B7에서 시행하

였다. 레이저 입도분석을 통하여 측정된 입자의 체적

을 이용하는 방법은 분석 자체가 입자의 측정 크기 한

계로 각력대 시료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비지대

시료인 B2, B3, B4-1-2, B5-5, B5-g, B6, B7에 대

해서만 시행하였다. 분석기기는 안동대학교 공동실험실

습관의 Mastersizer 2000으로, 분말화한 시료를 초음

파를 이용하여 용매에 분산시킨 후 입자의 크기에 따

른 레이저의 산란각을 측정하여 입자의 크기와 분포도

를 분석하였다. 레이저 입도 분석 데이터는 각 입도에

따른 입자들이 전체 시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

는데 같은 비율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입자의 크기에

따른 개수는 차이가 난다. 그러한 점과 비지대 시료라

는 점을 감안하여 입자를 구의 형태로 가정하여 입도

에 따른 입자의 수를 계산하였다. 기존 점토광물 논문

에서 보통 암편이 아닌 점토로 간주되는 2µm 이하의

입자는 계산 시 데이터에서 제외하였다. 위와 같은 방

식으로 계산한 잔류 입자들의 크기와 입도 별 개수를

각각 X축과 Y축으로 하는 그래프에 표시하여 프랙탈

분석을 시행하였다.

4. 결 과

4.1. 단층암의 광물 조성

단층암의 구성광물로는 석영이 가장 높은 함량을 보

이며 일라이트, 녹니석, 카올리나이트와 같은 점토광물

및 일부 불석광물(로몬타이트)이 상당량 산출되며 정장

석, 사장석, 황철석도 함께 수반된다(Fig. 3).

각력대(A100 및 A30 시료)의 구성광물은 석영, 장

석류와 같은 비점토광물이 주를 이룬다. 일부 시료에

서 녹니석이 산출되는데 위치에 따라 소량의 로몬타이

트나 카올리나이트, 일라이트와 같은 점토광물이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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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도 한다. 석영은 두 위치에서 유사한 함량(30% 내

외)을 나타내지만 장석류는 A100 시료보다 상대적으로

비지대에 가까운 A30 시료에서 더 낮은 함량을 나타

낸다. 녹니석은 두 위치에서 모두 확인되나 카올리나

이트와 로몬타이트는 A100 시료에서, 일라이트는 A30

시료에서 각각 소량으로 나타난다.

비지대를 구성하는 광물로는 모암에서 유래된 파쇄

물로서 석영, 장석류가 관찰되며 로몬타이트를 포함하

는 녹니석, 일라이트, 카올리나이트 등 점토광물의 함

량이 위치에 따라 31.6~51.5% 범위로 나타난다. 녹황

색 비지대에서는 석영의 함량(26.6~38.4%)보다 장석

류의 함량(14.1~25.4%)이 대체로 낮다. 녹황색 비지대

를 구성하는 점토광물은 주로 일라이트, 녹니석이며 소

량의 카올리나이트가 포함된다. 이 중에서 일라이트가

전체 점토광물 중 절반 내지 그 이상을 차지한다. 청

회색 비지대에서는 석영의 경우 30.8~50.2% 범위이고,

장석류는 대부분 7~9.8% 내외로 소량 함유된다. B5

시료처럼 장석류가 소량 함유되는 경우, 조장석은 나

타나지 않으며 정장석이 장석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점토광물은 녹황색 비지대와 마찬가지로 주로 일라이

트가 우세하게 검출된다. 또한, 시료에 따라 카올리나

이트와 로몬타이트가 나타나며, 황철석은 청회색 비지

대에서만 7.1~10.5%의 함량으로 함유되어 있다. 각력

대에 비해 비지대에서는 조장석과 정장석을 포함하는

장석류의 함량이 감소하는 반면 녹니석, 일라이트와 같

은 점토광물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로몬타이트

나 황철석과 같은 열수변질 광물이 비지대 시료와 일

부 각력대에서 나타난다.

4.2. 단층암의 미구조 특성

현미경을 통해 관찰된 미구조 특성은 다음과 같다

(Fig. 4). 각력대에서는 입자 파쇄가 시작되는데, 석영

은 대부분 파동소광을 나타내며 각형, 아각형을 띤다.

또한, 파쇄 정도와 구형도가 낮은 상태이고 장석류는

일부 변질이 일어난 조직을 보인다. 각력대 A100 시료

는 광물 사이의 경계와 광물 자체의 형태가 깨끗하게

남아있는 상태이나 광물 내부에 크고 작은 여러 파쇄

흔적이 발견된다(Fig. 4a). 이러한 깨짐은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가지며 발달한다. A100보다 비지대로부터 더

가까운 A30에서도 마찬가지로 파쇄된 구조를 보이지

만, 파쇄조직은 일정한 방향성을 띠지 않고 여러 방향

으로 발달해 있다. 특히 석영의 파쇄입자가 흔히 관찰

되는데 심하게 파쇄된 석영입자는 아각형 내지 아원형

으로 경계부가 마모되어 있다(Fig. 4b). 비지대의 기질

Fig. 3. Mineral compositions of the fault rock samples measured by X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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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부분 점토광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점토광물은 선

택적으로 평행정렬을 하여 엽리를 발달시킨다. 기질에

존재하는 반상쇄편은 주로 석영입자이며 충분히 마모

되어 구형도가 좋다(Fig. 4c). 또한, 일정한 방향성을

Fig. 4. Photomicrographs of thin sections of fault rocks. (a) Photomicrograph of sample A100 in the breccia zone. (b)

Photomicrograph of sample A30 in the breccia zone. (c) Photomicrograph of sample B5-5 in the gouge zone. (d)

Photomicrograph of bluish gray gouge sample. The lenticular old gouge fragment arranged along foliated structures in the

gouge and it consists of rock-forming minerals fractured, iron hydroxide precipitated and clay mineral arranged. (e)

Photomicrograph of bluish gray gouge sample. Old gouge fragment divided and moved by microfault in the matrix. (f)

Photomicrograph of greenish yellow gouge sample. Iron grains are arranged and deposited along the clay foliation in the

matrix. The major axis of particles and the foliation are more or less parall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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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배열하는 동시에 입자의 장축과 점토엽리의 방향

이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반상쇄편 뿐만 아니

라 렌즈상 옛 비지편도 강하게 발달하는 기질의 점토

엽리에 평행 혹은 아평형하게 정렬되어 있다. 내부에

엽리를 발달시키고 있는 옛비지편은 내부와 외부의 점

토엽리 방향이 다르다. 내부의 파쇄된 석영, 장석과 점

토광물, 철광물이 한 방향으로 배열하여 외부와는 다

른 방향의 엽리를 형성하는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Fig.

4d). 옛비지편은 매우 작은 범위의 단층운동으로 인해

절단, 분리되기도 하는데 옛비지편 내에 존재하는 석영

역시 구형도가 좋아서 원형 내지 아원형을 가지며, 파

동소광을 하는 특성을 보인다(Fig. 4e). 한편 비지대

전체에 걸쳐 철 산화물이 엽리를 따라 기질에 침전되

어 상당히 길게 연장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Fig. 4f),

이러한 엽리는 청회색 비지보다 녹황색 비지대에서 훨

씬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4.3. 단층암의 파쇄에 따른 입도 분포 특성

작은 입자일수록 개수가 많은 결과를 나타내어 프랙

탈 차원의 법칙을 전체적으로 잘 반영한다. 전반적으

로 각력대에서 비지대로 갈수록 프랙탈 차원값이 증가

하며, 비지대 내에서는 특별한 경향성이 확인되지 않

는다. 현미경을 통하여 측정한 입자의 장축을 이용한

경우 각력대 시료인 A100과 A30은 1에 근접하거나

가까운 값을 갖는 반면, 비지대 시료인 B5-5는 1.7 내

외의 프랙탈 차원값을 갖는다. 각력대인 A100과 A30

의 경우 0.01~0.1mm의 상대적으로 미세한 입자 범위

에 포함되는 양이 적지만 0.2~0.3mm 이상의 상대적

으로 큰 입자가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한다. 비지대에

서는 미립의 잔류입자가 훨씬 많이 분포하는 경향을

띤다(Fig. 5).

Image J 프로그램의 적용 과정은 Fig. 6과 같이 진

행되는데 보정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지 내의 입자들

각각의 면적과 둘레가 실제 넓이와 둘레로 환산된 값

으로 계산되고 각 입자들에 대한 정보가 평균입자지름

으로 전환된다. 평균입자반지름(equivalent radii)은 같

은 면적이라도 입자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므로 입자

하나하나를 원으로 가정하고 구한 입자의 반지름이며

Keulen et al.(2007)의 기본식은 아래와 같다.

r = r = 입자의 평균 반지름

A = 입자의 단면적

P = 입자의 둘레

π = 원주율

Image J를 통해서 구한 면적과 둘레를 Keulen et

al.(2007)의 식에 대입하여 평균입자지름을 계산하였다.

입자의 면적과 둘레를 측정한 값을 토대로 구한 프랙

탈 차원값은 A100의 경우 현미경을 이용한 방법에서

1.08이었던 것이 1.80으로 더 증가하였고 A30의 경우

1.34에서 2.55, B5-5의 경우 1.72에서 2.85로 모두 증

가하였다. 그 밖의 비지대 시료에서는 2 후반 값부터

3 내외의 높은 값까지 넓은 범위의 프랙탈 차원값을

나타냈다(Fig. 7).

레이저 입도분석은 입도 측정의 한계로 인하여 비지

대 시료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측정된 입자의 체적

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래프 형태가 보다 더 직선화

A P+( ) π⁄

Fig. 5.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the fault rock samples measured by microscope. Log-log graphs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grain size and number of remaining particles in fault r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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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향이 있고 기울기가 훨씬 더 급하게 나타나서

보다 큰 프랙탈 차원값이 도출되었는데 3 부근의 값을

가지며 일부 시료에서는 상당히 높은 값이 관찰되었다

(Fig. 8).

5. 토 의

5.1. 단층암의 광물 조성 변화

본 연구 지역의 단층암에서는 대체로 각력대에서 단

층 비지대로 갈수록 석영이나 장석류를 포함하는 주요

조암광물의 함량은 감소하고 녹니석, 일라이트와 같은

점토광물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Fig. 9). 주요 조

암광물의 함량감소와 함께 조암광물의 총량 감소에 주

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장석류의 변화와 관련이 깊

다. 각력대에서 비지대로 갈수록 사장석과 정장석을 포

함하는 장석류 함량의 감소는 새로이 형성되는 점토광

물의 증가와 관련된다(Wibberley, 1999; Shon et al.,

2002; Chang et al., 2005a). 기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단층비지는 석영과 장석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

고 점토광물의 함량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조립 암편

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비지는 석영과 장석의 함량

이 상대적으로 높고 점토광물의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

다. 청회색 비지대에서는 조암광물이 파쇄되어 형성된

입자가 녹황색 비지대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더 풍부하

며 녹황색 비지대에서는 파쇄암편이 변질되어 형성된

점토광물 기질이 청회색 비지대 보다 더 풍부하다. 이

는 녹황색 비지대가 청회색 비지대에 비해 더 많은 단

층작용을 받았음을 시사하고 결과적으로 청회색 비지

대가 후기 단층작용으로 형성되어 기존의 단층 비지대

에 부가되었음을 지시한다(Chang and Jang, 2008).

단층작용과 관련하여 변화하는 연구지역의 광물 조

성은 암석기재학적 관찰에서 보다 구체화되며 야외조

사와 수반된 광물 및 조직에 대한 해석을 기반으로 다

단계 단층진화모델을 구상할 수 있다(Fig. 8). 단층 진

화의 단계는 (1) 손상대(damage zone)의 형성(Fig. 8a),

(2) 손상대로부터 각력대와 비지대를 포함하는 단층핵

의 형성(Fig. 8b), (3) 비지대 폭의 증가(Fig. 8c)에 이

르는 세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손상대는 모암에 절

리나 소단층이 겹쳐지는 정도로 구성광물은 모암과 별

다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다. 각력대에서는 주요 구

성 광물인 석영과 장석류로 구성된 암편과 광물 입자

의 파쇄 및 변형작용을 우세하게 관찰되므로 주로 기

Fig. 6. The process of image analysis by Image J. (a) After the image was loaded on the program [File - Open] and changed

into monochrome [Image - Type - 8-bit]. (b) Pick the particle to be measured for an area in the monochrome image [Image -

Adjust - Threshold]. (c) Grains are divided by shading ratio of grains [Process - Binary - Watershed]. (d) Set up a scale

through ‘‘Straight’’ in the program [Analyze - Set Scale - Distance in pixels, Known distance, Unit of length]. Distance in

pixels - length data(pixel-unit) of a grain which is automatically chosen part by "Straight". Known distance - real length of a

grain in the image. Unit of length - Unit of a real length. After set up a scale, the area of each grain is measured [Analyze -

Analyze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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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인 변화가 지배하고 있음을 지시하고 있다. 각력

대에서 기계적인 변화량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입자

들의 대량파쇄가 진행되고 조립질 암편의 숫자와 크기

가 감소한다. 동시에 세립질 암편의 수가 증가하고 지

속되는 단층운동으로 변위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입자

의 가장자리가 조금씩 마모되기 시작한다. 전반적으로

기계적인 변화에 수반되어 미립질의 기질의 함량이 지

속적으로 증가한다. 미립질 기질은 주로 점토광물로 구

성되는데 단층운동 동안의 기계적인 파쇄작용으로 미

세 입자가 증가하고 조립질 암편은 상대적으로 그 수

가 감소한다. 비지대에서 구형도가 좋고 크기가 작은

미립질 암편으로 주로 석영입자가 확인되는데 상대적

으로 미립질 장석의 함량이 낮은 것은 단층활동이 지

속되면서 상대적으로 풍화 및 변질에 취약한 장석류는

점토광물로 변화한 것으로 추론된다. 단층비지대는 비

지대 내의 위치에 따라 기질을 구성하는 물질과 포함

되는 암편의 종류와 함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

는 단층비지대의 형성이 일회성 사건이 아님을 시사하

고 있다. 비지대가 생성될 때 유체의 영향을 많이 받

은 비지대는 단층작용 분쇄물질과 유체가 반응하여 점

토광물을 활발히 생성시켜 기질 물질이 풍부하고 유체

의 영향을 적게 받은 비지대는 단층작용 분쇄물질과

유체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적어 점토광물의 생성량이

적고 암편을 많이 함유하게 된다(Chang et al.,

2005b). 또한, 단층대에서 온도상승이 일어난 경우에는

모암이 압쇄되어 분말화된 기질 물질들은 풍부한 유체

와의 활발한 반응을 통하여 다양한 이차 광물들을 형

성하게 되므로 이들의 광물 조성과 화학조성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다.

5.2. 단층암의 프랙탈 차원과 파쇄특성

단층작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암의 파쇄과정은 입

Fig. 7.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the fault rock samples measured by program Image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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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파쇄 양상에 대한 프랙탈 차원값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세 가지 프랙탈 차원값

측정값은 대체로 모암에서 비지대로 접근할수록 그 값

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각력대에서 비지대까지

Image J법으로 획득한 D값이 1.80~3.19 범위로 체계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Fig. 9). 각력대는 비지대에 비하

여 입자 파쇄 및 마모가 미약하게 일어나 미립의 잔류

입자가 적게 분포하고 조립의 잔류입자가 다량 포함되

므로 1.80~2.55의 상대적으로 낮은 프랙탈 차원값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프랙탈 차원 D가

3 이상인 경우 국지적 변형이후에 큰 입자의 선택적

파쇄작용과 관련되며, D가 2~3 범위이면 제한된 입자

Fig. 8.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the fault rock samples measured by laser particle analysis.



498 송수정·추창오·장천중·장태우·장윤득

의 감소화 작용에 의한 변형에 기인하고 2 이하의 D

값은 이동 없는 변질에 주로 기인한다고 한다

(Blenkinsop, 1991; Rawling and Goodwin, 2003).

연구지역의 비지대는 입자 파쇄와 마모 작용이 활발히

일어나서 미립의 입자 양이 증가하여 3 내외의 높은

프랙탈 차원값을 가지게 되었다. 경계부나 각력대를 구

Fig. 9. Schematic models of development of fault rocks during progressive faulting. (a) Formation of damage zone. (b)

Breccia zone formed by continuous fracturing while gouge zone evolved from a part of breccia zone. (c) Widening of fault

core zone which includes breccia and gouge zones. (d) Schematic model of particle size and shape in fault zone. (e)

Distribution of fractal dimensions according to the positions in the fault zone. (f) Distribution of relative proportions of clay

and rock-forming minerals according to the positions in the fault zone. A sketch showing the proposed evolution of the

cataclastic fabric with increasing displacement. (1) Shapes of mineral grains in the early stage of breccia formation. (2)

During the active stage of breccia formation, fracturing of grains takes place. (3) Shape and arrangement of mineral grains

during latest stage of the formation of fault go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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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파쇄암의 체적특성은 상대적으로 조립질인 입

자에 좌우되며, 반대로 비지대에서는 미립질인 입자들

에 의해 체적 특성이 좌우된다(Storti et al., 2003).

동일한 비지대 내에서는 공통적으로 높은 프랙탈 차원

값(2.86~3.19)이 관찰되나, 위치마다 다소의 차이가 나

타나며 특정 경향성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단층

대 내에서 비지가 형성되는 장소와 시기의 다양성에

의하여, 관찰된 D값의 변이가 관찰되는 것으로 생각된

다. 단층 발달 초창기에는 입자의 파쇄가 활발히 일어

나지만, 비지대가 형성된 이후에는 기질의 점토광물이

완충재의 역할을 하여 그전보다 입자의 파쇄보다 마모

가 더 우세하게 진행된다. 이는 일부 프랙탈 그래프

내에 존재하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그보다 큰 입자는

급격하게 파쇄가 일어나고, 작은 입자는 상대적으로 파

쇄가 적게 일어나는 경향(Fig. 7) 및 비지대 에서만 상

당히 마모되어 구형을 띠는 석영 입자들이 관찰되는

현상으로 추론 가능하다(Fig. 4c).

 프랙탈 차원값을 도출하는데 적용되는 길이, 면적,

체적을 이용하는 다양한 측정방법 중에서 측정기법의

제한으로 연구지역 시료에 모두 공히 적용할 수가 없

었다. 특히 레이저 입도 분석의 경우 분석입도의 한계

로 비지대 시료만 측정이 가능하였다. 입자의 장축의

길이로 구한 프랙탈 차원값의 범위는 1.08~1.72인데

측정된 입자의 평균 개수는 약 1023개이고 측정된 입

자의 크기는 0.01~2.43mm이다. 입자의 면적을 통해

구한 프랙탈 차원값의 범위는 1.80~3.19인데 측정된

입자의 평균 개수는 약 2453개이고 환산한 입자의 크

기는 0.06~0.79mm이다. 입자의 체적을 통해 구한 프

랙탈 차원값의 범위는 2.91~3.44인데 체적으로부터 환

산된 입자의 평균 개수는 약 26억 개, 환산한 입자의

크기는 0.002~1.345mm이다. 현미경측정, 이미지분석,

체적입도분포측정 세 가지 기법 모두 적용 가능한 시

료인 B5-5의 결과를 통해 세 가지 방식을 비교해 보

면 길이, 면적, 체적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그래프가

직선화 정도와 기울기가 증가하고 동시에 D값이 증가

하였다(Fig. 10). 방법에 따라 그래프의 직선화가 증가

하는 것은 계측된 입자 개수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보다 평균적인 값을 산출하는 것에 기인하고, 기울기

와 D값의 증가는 계측된 입자의 개수가 증가하는 과

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입자보다 작은 크기의 입자가 많

이 측정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즉 측정

된 입자의 크기 범위나 개수 같은 요소를 비교해 보았

을 때 가장 멱함수에 가까운 그래프는 레이저 입도분

Fig. 10. Comparison of three different methods applied for

measuring fractal dimension(D) in sample B5-5. D-values

gradually increase from length to volume probably due to

difference in the size range and total numbers of particles

measured.

Table 1. Comparisons of three methods used for fractal dimension measurement

Use to analysis

(measured part)
advantages disadvantages

Microscope

(The longest axis of particles)

1. Easy to see mineral grains.

2. Easy to know the origin of grains.

1. Impossible to measure fine grains.

2. Impossible to measure a lot of grains.

Image J

(The area of particles)

1. It can acquire very huge and correct 

data easily.

2. If necessary, it can control information 

about the image in the program.

3. It can acquire various data about 

grains such as area, perimeter, the 

longest axis and the shortest axis.

4. It can sort and organize data in the program.

1. It recognizes unnecessary contents.

2. More fractures are overestimated in a 

grain compare to the actual state because 

separated particle may appears depending 

on some different shaded areas.

3. Impossible to separate fine grains not to 

be recognized in the image.

Laser analysis

(The volume of particles)

Easy to measure every grain. Impossible to separate out grains with 

different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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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의한 것이다. 현미경 측정이나 Image J를 통해

구한 그래프의 경우 작은 크기의 잔류입자일수록 더

많이 존재한다는 기본 이론에는 잘 부합하나, 작은 입

자로 갈수록 숫자의 증가 폭은 정체되어 있다. 이는

측정 과정의 특성상 미세입자를 잡아내지 못하는 한계

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측정 기법에 따른 요약된 장단

점은 Table 1과 같다.

단층암의 입도와 파쇄화에 따른 프랙탈 분석에서 측

정상의 문제가 수반한다. 우선 단층작용에서 초미세입

자의 경우 물리적 한계를 넘어가면 입자가 더는 파쇄

되기 어려운데, 이는 프랙탈 데이터에서 지나치게 작

은 입자는 실제로 파쇄작용에 의해 생성된 것인지 불

분명하므로 실제적 의미가 없음을 뜻한다. 또한, 특정

크기 이하에서는 파쇄입자보다 거의 점토광물의 입자

가 다수를 차지하는데, 점토크기의 광물은 파쇄작용의

결과로 유래될 수도 있으나 태반의 점토광물은 풍화나

변질작용의 결과로 생장하므로 실제의 파쇄입자와 구

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레이저 입도 측정법의

경우 미세한 특정 범위 이하로는 실제로 존재하는 모

든 입자가 기원에 관계없이 동일한 입자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도 측정 데이터 상에서는 10µm 이하의 입

자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중

에는 파쇄입자보다 생성된 점토광물이 상당한 양을 차

지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2µm 이하의 작은 입자는

점토광물로 간주하여 D값 계산에서 제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측정방법에 따른 프랙탈 차원값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나 각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면 단층암의

입자파쇄나 분포 특성의 전반적인 변화는 비교적 잘

지시하므로 프랙탈 차원값은 방법에 따라 획득한 절대

값의 단순비교보다는 단층대 내에서 파쇄 정도에 따라

서 변해가는 차원의 경향성 해석에 사용하여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5.3. 다중단층작용

단층 비지대의 변형작용은 초기에는 파쇄작용이 주

로 발생하고 이후 비지대 내에서 연속적인 취성단열작

용이 진행되는데 변형작용은 일반적으로 열수 유체의

침투, 광물변질과 침전, 점토엽리의 발달, 반상쇄편의

크기감소와 모양변화, 단층물질의 다짐 등과 같은 유

체도움 작용이 가세된다(Chang and Choo, 1999). 이

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단층비지대의 프랙탈 차원값

은 3 내외의 높은 값을 가지는데 이와 같이 높은 D값

은 큰 단층 슬립과 다중 단층작용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Chang, 2010). 단층 작용의 횟수가 많

은 파쇄대일수록 미립질 입자가 많이 생성되므로 높은

프랙탈 차원값이 야기 될 것이다. Keulen et al.(2007)

의 단층대에 대한 실험적 변형에서 압력과 온도와 같

은 물리적 한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입도 분포에 상당

한 영향을 끼치고 특히 압력변화가 입도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

연구지역 단층에서 관찰된 두 조 이상의 엽리가 존

재, 옛 비지편의 존재, 그리고 미단층에 의해 옛 비지

편이 절단 등과 같은 미구조 특성은 연구 지역의 단층

활동이 다중단층작용의 결과임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프랙탈 차원값 특성은 단층대의 각 파쇄대와 비지대에

따른 입도 분포의 차이가 압력이나 온도와 같은 물리적

환경이 다른 단층작용이 발생하였음을 시사한다. 파쇄

대는 일반적으로 비지대에 비하여 투수성이 크므로 단

층작용의 후기단계에 수반되는 유체의 활발한 이동통

로로 작용하여 맥상광물을 침전시키거나 물-암석반응

을 야기한다(Goddard and Evans, 1995). 맥상광물은

단층과 관련된 변형작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맥을 구성하는 물질과 유체포유물은 유체의 기

원, 변형작용이 일어났을 때의 압력, 온도, 화학적 치

환 작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Janssen

et al., 1998). 연구지역의 각력대와 비지대에서 흔히

수반되어 산출되는 맥상광물과 황철석은 단층암이 형성

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열수의 활동이 관련됨을 지시한

다. 단층 파쇄대에서 열수 공급은 Sibson et al.(1975)

와 Sibson(1987)의 지진 펌프(seismic pumping)와 유

사하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층파열에 의해 지

진이 발생하면서 전단응력은 급감하지만, 유체압력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유체가 단층을

따라 위쪽을 향해 유동하게 된다. 단층 파쇄대에서는

다수의 공극이 형성되므로 유체압력은 감소하여 이로

인해 열수에 용존해 있던 성분들은 쉽게 과포화도에

도달하여 침전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단층대의 파쇄구

간은 열수용액으로부터 침전된 맥상광물로 채워지게 된

다. 본 연구지역 일대 화강암류의 시추코아에서 발견

되는 맥상광물 또는 단열충전 광물의 기원은 안정동위

원소 분석 결과에 의하면 마그마성으로 알려져 있다

(Kim et al., 2008). 따라서 연구지역 단층암에서 흔히

발달하는 로몬타이트, 석영, 황철석과 같은 맥상 광물

은 파쇄대를 따라 활발한 동시성(syntectonic), 마그마

성 열수 공급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단층대 내에

서 발달하는 광물 조성의 특징과 입도 분포의 변화는

다중 단층활동과 더불어 열수에 의한 변질, 침전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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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층작용과 수반되었음을 지시한다.

6.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단층대 내에서 광물 조성과 입자

특성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단층암의 각

부분에서의 생성환경 차이를 고려하여 단층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다. 각력대에 비해 단층 비지대에서 조

장석과 정장석을 포함하는 장석류의 함량이 감소하는

반면 녹니석, 일라이트와 같은 점토광물은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고 로몬타이트나 황철석과 같이 열수변

질을 시사하는 광물이 비지대 시료와 일부 각력대 시

료에서 확인된다. 각력대 에서는 입자 파쇄가 시작되

는 모습이 관찰되며 각형 내지 아각형을 띠는 석영 및

장석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파쇄 정도와 구형도가 낮

은 상태이나 크고 작은 깨짐이 발견된다. 비지대의 기

질에 존재하는 광물 입자들은 크기도 작을뿐더러 지속

적인 마모로 인해 구형도가 좋다. 기질에는 점토광물

이 엽리를 형성하는데 반상쇄편이나 옛 비지편이 엽리

를 따라 배열하는 형태를 띤다. 이러한 입자분포 경향

은 프랙탈 차원값(D값)을 통해 상대적으로 비교된다. 상

대적으로 더 높은 프랙탈 차원값은 더 많은 단층활동

과 그로 인한 파쇄작용을 나타내어 결과적으로 단층대

의 발달과정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D값은 각력대에

서 비지대로 갈수록 그 값이 증가하며 이미 국지적으

로 큰 힘을 받아 점토화 된 비지대 내에서는 주목할

만 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측정 기법상의

차이로서 길이, 면적, 체적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갈

수록 그래프가 직선화되면서 기울기가 커지고 동시에

프랙탈 차원값(D값)이 증가한다. 단층암 내의 위치에

따른 광물 조성과 입자분포 경향으로 미루어볼 때 단

층대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단층운동과 관련된 열수변

질 작용과 다중 변형작용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이루

면서 단층암의 생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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