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7

자원환경지질, 제50권, 제2호, 97-104, 2017
Econ. Environ. Geol., 50(2), 97-104, 2017
http://dx.doi.org/10.9719/EEG.2017.50.2.97

pISSN 1225-7281
eISSN 2288-7962

포항 북부지역 양산단층의 재활동 연대

심호1 · 송윤구1* · 손문2 · 박창윤1 · 최우현1 · Chuluunbaatar Khulganakhuu1

1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2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Reactivated Timings of Yangsan Fault in the Northern Pohang Area, Korea

Ho Sim1, Yungoo Song1*, Moon Son2, Changyun Park1, Woohyun Choi1 and 

Chuluunbaatar Khulganakhuu1

1Department of Earth System Sciences, Yonsei University, Seoul 120-749, Korea
2Department of Geological Science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609-735, Korea

(Received: 17 April 2017 / Accepted: 27 April 2017)

Here we present the timings of reactivated events from a fault in the northern Pohang area, which should be

located at the northern-end of Yangsan fault line, the major fault in the southeastern Korean Peninsula. Recently

developed illite-age-analysis (IAA) approach was employed for determining the fault-activated timing, combined

with illite-polytype quantification using the optimized full-pattern-fitting (FPF) method, and K-Ar age-dating for

each size fraction(<0.1 µm, 0.1–0.4 µm, and 0.4–1.0 µm) of 4 fault clay samples. Two chronological records of

brittle fault-activation events were recognized at 19.6±1.86 Ma and 26.1±2.55–27.9±3.46 Ma. The ages are much

younger than those of fault clays from Sangcheon-ri area (41.5~43.5 and 50.7 Ma), the southern part of Yangsan

fault line, and are close to the timing of East Sea-opening event. Further chronological analysis for additional sites

of the Yangsan fault should be needed to reveal the time-scheme of the tectonic events and their spatial

distributions along the fault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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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남동부지역 주요단층인 양산단층대 주단층의 북단인 포항북부지역에 나타나는 단층으로부터

결정된 복수의 단층활동연대를 제시하였다. 4개 단층점토별 3개 입도분리 시료(<0.1 µm, 0.1–0.4 µm, 0.4–1.0 µm)

에 대해서 일라이트 폴리타입 정량분석 결과 및 K-Ar 연대측정 결과를 일라이트 혼합연대해석법(IAA) 적용 및 해석

을 통해 단층활동 절대연대를 결정하였다. 연대해석 결과, 19.6±1.86 Ma와 26.1±2.55~27.9±3.46 Ma 시기의 두 번

의 뚜렷한 천부 단층활동연대가 결정되었다. 이 연대는 양산단층대 남부지역인 상천리 일대에서 결정된 단층활동연대

(41.5~43.5 및 50.7 Ma) 보다 훨씬 젊은 연대이며, 동해확장과 관련된 지구조운동시기와 매우 근접한 연대이다. 양산

단층대에 대한 동일한 방법의 단층활동연대 연구가 이루어질 경우 양산단층대 형성 및 진화와 관련된 지구조운동 시

간대와 각 시간대의 공간적 분포 특성 등이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양산단층, 단층재활동연대, 일라이트 연대해석(IAA), K-Ar 연대, 단층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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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양산단층은 우리나라 남동부에 위치하는 대규모의

주향이동단층으로,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선구조로 인지

되며, 경북 영덕 남부로부터 포항 북부 및 경주를 거

쳐 부산 서구 낙동강 하구로 이어지는 170 ~ 200 km

의 단층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Lee and Na(1983)

및 Lee et al.(1984)에 의해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제

기된 이 후, 다수의 구조지질학적, 지진학적 및 지구물

리학적 연구가 진행되어(e.g. Kyung and Lee, 2006;

Lee et al., 1985; Kim and Lee, 1987; Choi et

al., 2009), 활성단층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

며(KIGAM, 2012), 최근 발생한 경주지진 및 다수의

미소지진의 진원이 양산단층대와 유사한 방향의 나타

나고 있어 양산단층의 활성단층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

다. 또한 양산단층대가 위치한 한반도 동남부는 유라

시아판, 태평양판, 그리고 필리핀판 등의 상호작용에

의한 지구조적 환경변화로 인하여 광역적 지각변형이

신생대 이 후 이어져 왔다(Son et al., 2013, 2015). 이

러한 주요 구조선인 양산단층대에 대한 생성연대 및 재

활동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면 신생대 이 후 한반도 지

구조진화의 보다 정확한 시간대(time-scheme)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활성단층 여부 판단의 핵심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단층 활동 및

재활동 절대연대를 결정하는 연구는 시도된 바가 없다.

최근 단층을 따라 생성된 단층점토(Gouge) 내 존재

하는 일라이트 2M1 및 1M/1Md 폴리타입(polytype,

다형) 정량분석에 기초하여 일라이트 혼합연대를 해석

하는 Illite-Age-Analysis(IAA)법 적용을 통해 단층 활

동연대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연구가 국외에서 다수

이루어져 왔다(Pevear, 1992, 1999; van der Pluijm

et al., 2001, 2006; Solum et al., 2005; Haines and

van der Pluijm, 2008; Schleicher et al., 2010; Duvall

et al., 2011; Rahl et al., 2011). 국내에서는 최근

Chung et al. (2013)이 층형규산염광물인 일라이트의

부정방위 배열을 극대화한 Micro-focused X-선 회절분

석법과 Full-pattern-fitting (FPF)법 적용을 통해 일라

이트 폴리타입 정량법 개선을 통해 IAA법의 정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으며, 이 방법 적용을 통해 국내 주요

구조선인 추가령단층대의 대광리단층, 신갈단층, 왕숙

천단층과 인제단층에 대한 복수의 단층활동 절대연대를

결정한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Song et al., 2014;

Chung et al., 2014; Khulganakhuu et al., 2015).

양산단층대를 대상으로는 Song et al. (2016)에 의해

양산단층대 남부 상천리 일대 단층점토를 대상으로 최소

2회의 양산단층 활동연대(41.5 ~ 43.5 Ma 및 50.7 Ma)

가 최초로 결정된 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주요단층대에 대한 단층활동

절대연대 결정연구의 일환으로, 양산단층대 북단인 포

항북부지역 단층노두를 대상으로 단층점토 입도분리시

료에 대해 Chung et al. (2013) 방법을 이용한 입도

별 일라이트 폴리타입 정량분석과 K-Ar 연대측정 결

과의 IAA법 적용하여 양산단층 재활동 절대연대를 결

정하고, 상천리 일대 단층활동연대와의 차이를 비교하

여 양산단층의 활동 및 재활동 연대의 지구조적 의미

를 논의하고자 한다.

2. 지질개요

양산단층의 북부 내연산 보경사 일대는 육지에서 나

타난 양산단층대의 최북단에 가까우며, 단층핵의 서편

에 속한다(Fig. 1A). 해당 지역은 경상분지의 분지 발

달사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의성소분지와 영양소분

지 경계의 동남부에 속하며, 보경사 화산암체로 명명

되어있다(Yun et al., 2000). 보경사 일대는 쥐라기 화

강암과 백악기 경상누층군에 속하는 퇴적암을 기반으

로 이들을 분출 및 관입한 백악기 화산암류, 규장암류,

산성 내지 중성암맥, 그리고 제 3기 화산암류와 퇴적

암으로 구성된다(Fig. 1B; Yun et al., 2000). 인근 지

역에 가장 널리 분포하는 내연산 응회암은 암청색-녹

회색의 데사이트질 라필리 응회암으로, 백악기 퇴적암

을 피복한다. 백악기 퇴적암류는 주로 담회색 셰일, 흑

색 셰일, 장석질사암, 응회질 셰일과 역암으로 구성되

며, 대체로 보경사 화산암체의 화산분출암보다 층서적

으로 하부에 놓여있다. 시료채취 지역의 동북부에는 적

색 유리질 용결응회암과 결정 유리질 응회암으로 구성

된 제3기 에오세의 지경동 화산암류가 분포하며, 이를

피복하는 제 3기 마이오세 퇴적암층이 본 지역 북동부

에서 남동부에 걸쳐 널리 분포한다(Yun et al., 2000).

3. 대상시료 채취 및 연구방법

단층연대측정을 위한 시료 채취는 양산단층 북단인

경상북도 포항시 북고 송라면에 위치한 보경사 인근

N36o14'59", E129o19'04" 하천가 단층노두에서 이루어

졌다. 단층점토시료는 단층면에 수직하게 흐르는 하천

과 다소 경사가 급하게 발달한 노두면에서 단층점토가

가장 크게 발달한 지점(BK-1), BK-1 노두면 우측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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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BK-2, 3), 그리고 동편으로 수m 떨어진 지점(BK-4)

등 총 4개 지점에서 채취되었다(Fig. 2).

채취된 4개 시료에 대해서 Chung et al.(2013, 2014),

Song et al.(2014, 2016) 및 Khulganakhuu et al.(2015)

등이 적용한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입도분리를 실

시하였다. 약 40 g을 NaHCO3(pH 10) 용액에 넣어

Fig. 1. (A) Major fault lines in the southeastern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Yangsan fault and the study area(modified

from 1:1,000,000, KIGAM). (B) Simplified geological map of the study area around Bokyeongsa(modified from Yun et al., 2000).

Fig. 2. (A) Photograph of outcrop of Ynagsan fault in the Bokyeongsa area. (B) Photograph of BK-1, 2, and 3 sampling sites.

BK-1 fault gouge(core part) is shown by pink line and damaged zone is shown by green line. BK-2 and BK-3 samples are

collected nearby purple and yellow lines, respectively. (C) Expanded photograph of oriented sampling of BK-1. (D)

Photograph of BK-4 sampling site. Fault core of BK-4 area is shown by pink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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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탁액을 1~2일 동안 교반한 후 원심분리방법을 이용

하여 <0.1 μm, 0.1 μm~0.4 μm, 0.4 μm~1.0 μm의

3개 구간에 대하여 입도분리하였다. 모든 입도분리과정

에 NaHCO3 용액을 사용하여 미세입자들의 이온결합

을 약화시켜 뭉침을 방지함과 동시에 일라이트 내 교

환 가능한 K를 제거함으로써 K-Ar 연대측정값의 오차

요인을 최소화하였다. <0.1 μm 입도구간 원심분리 혼

탁액에 대해서는 NaCl 포화용액을 가하여 약 1일 동

안 응집 침강시켜 부피를 최소화 한 후 투석법

(Dialysis)을 이용하여 NaCl 이온을 제거하였다. 투석횟

수는 약 5~7회이며, 매 투석마다 시료 부피의 10배

이상의 증류수를 이용하였다. 투석의 완료는 질산은 수

용액을 이용하여 염화은 불용성염 생성 여부를 통해

결정하였다. <0.1 μm 입도분리를 통해 이 구간 입도

가 거의 제거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0.1 μm~0.4 μm

및 0.4 μm~1.0 μm 입도구간 분리를 동일한 원심분리

방법과 투석법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입도분리된 현

탁액은 액체질소에 급속 냉동 후 동결건조 하였다(Song

et al., 2014, 2016; Chung et al., 2013, 2014;

Khulganakhuu et al., 2015).

입도분리 시료에 대한 X-선 회절분석(X-ray diffracto-

metry)은 이전의 연구(Song et al., 2014, 2016; Chung

et al., 2014; Khulganakhuu et al., 2015)에서 사용

하였던 Micro-focused X-선 회절분석기 대신 최초로

포항가속기연구소 5A 방사광 빔라인 X-ray Diffracto-

meter System을 이용하였다. 이는 방사광 빔라인의

강한 X-선 사용으로 인해 보다 정밀한 회절패턴을 얻

을 수 있어 일라이트 폴리타입 정량분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료 분석에는 직경

0.5 mm Boron Capillary를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층

형의 결정구조를 갖는 점토광물을 대상으로 하는 X-선

회절분석 시에 발생하여 부정방위(Random orientation)

의 (hkl) 회절결과를 얻는데 어려움을 야기하는 정방위

(Preferred orientation) 상태를 최소화 시킬 수 있어,

일라이트 폴리타입 정량분석법 적용에 최적의 X-선 분

석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극소량의 시료만으로 회절패

턴을 얻을 수 있어 입도분리 시 극소량인 <0.1 μm

입도의 X-선 회절분석이 가능하다. Imgage plate로 얻

은 회절결과는 CMPR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선형 내사

법을 통해 Cu-target, 0.02° 단계검출 조건의 피크강도

값으로 변환되었다(Song et al., 2014, 2016; Chung

et al., 2013, 2014; Khulganakhuu et al., 2015).

일라이트 폴리타입 정량분석 과정은 Cu-target,

0.02° 단계검출 조건의 분석값을 이용하여 일라이트 폴

리타입 관련 (hkl) 피크들이 관찰되는 15°에서 40°사이

의 2θ 각도구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정량분석은 기

존 방법(Grathoff and Moore, 1996; Ylagan et al.,

2000; Haines and van der Pluijm. 2008)을 개선하

여 정확도를 높인 Chung et al.(2013)이 제시한 Full-

pattern-fitting (FPF)법을 사용하였다. FPF법은 부정방

시료의 XRD자료를 이용하여 Cu-target 대상 22°에서

33° 2θ 간격의 피크를 대상으로 WILDFIREC 시뮬레

이션(Reynolds, 1994)을 통해 결정한 2M1, 1M 및

1Md 폴리타입 X-선 회절패턴의 혼합비(상대적 함량)

및 scale factor를 변수로 하여 실측된 X-선 회절패턴

과의 최적 일치 값을 찾는 방법으로 실행되었다. 비교

정량하는 방법은 각 step당 이론값과 실측값의 상대적

일치정도 ((Σ|이론값-측정값|/이론값)/n×100, R%), 즉

백분율 차이의 평균이 최소값이 될 때까지 뉴턴법을

이용하여 R% 값이 최대 10% 이내로 최소화함으로써 그

신뢰도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Chung et al., 2013).

입도분리시료의 K-Ar 연대측정은 오카야마 이과대

학(Okayama University of Science)의 K-Ar 질량분

석연구실에서 Total K 함량과 방사성(Radiogenic)
40Ar 함량을 측정함으로써 이루어 졌다. Total K 함량

은 원자흡광분석기(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

를 이용하여 2회 반복 측정을 통해 ±2% 이내의 오차

값을 갖도록 분석하였으며, 방사성 40Ar은 이방성 희석

방법(Anisotopic dilution method)을 적용, 질량분석기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방사성 40Ar 값의 분석정밀도

(Precision)와 정확도(Accuracy)는 Standard calibration

과정과 Non-radiogenic 40Ar 측정값을 이용한 보정과

정을 통해 ±1% 이내로 측정되었다. 연대 및 오차 값

은 Itaya et al.(1991)의 방법을 따라 계산되었다.

4. 결 과

4.1.단층점토 입도별 광물조성 및 일라이트 폴리타

입 정량분석

4개의 단층점토의 3개 입도분리구간(<0.1 μm,

0.1 μm~0.4 μm, 0.4~1.0 μm) 시료 각각에 대한 부정

방위 X-선 회절분석 결과를 Figure 3에 제시하였다.

2M1 일라이트 폴리타입은 7개의 (hkl) 피크(22.9,

23.8, 25.5, 27.8, 29.9, 31.2, 32.1° 2θ 값)에 의해

1M 일라이트 폴리타입(24.3, 29.1, 33.5° 2θ 값)과 뚜

렷이 구분될 수 있다(Grathoff and Moore, 1996). 양

산단층 대상시료 모두에서 입도가 증가함에 따라 2M1

일라이트 피크가 뚜렷하게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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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적인 1M 일라이트 피크는 뚜렷하지 않으며, 1Md

일라이트에 의한 피크 Broadening은 세립질 입도에서

뚜렷해진다. 모든 시료의 입도에 소량의 녹니석, 카올

리나이트 및 사장석이 함유되어 있어 FPF법의 R%

값 상승요인이 되지만, 이들 광물들은 모두 결정구조

내에 K 등 연대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소를 갖

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차요인이 되지 않는다.

FPF법을 이용한 일라이트 폴리타입 상대함량의 정

량분석 결과를 Figure 3에 함께 제시하였으며, Table 1

에 요약하였다. 측정된 회절패턴과 시뮬레이션 회절패턴

의 Fitting 결과, BK-3, 4의 0.4 μm~1.0 μm 입도 시료

를 제외한 모든 시료에서 평균 오차율(R) 값 10% 이내

로 Fitting 되는 것으로 나타나 정량분석 값의 신뢰성이

높음을 지시한다(Table 1). 2M1 일라이트 함량이 BK-1

시료에서 5.0~25.0%, BK-2 시료에서 6.0~38.8%,

BK-3 시료에서 6.0~20.0%, BK-4 시료에서 4.0~22.0%

로 각각 나타났으며, 4개 시료 모두에서 입도증가에 따

라 2M1 일라이트 함량이 증가한다. FPF법 정량분석결

과에 대한 오차를 나타내는 R(%) 값은 6.04~12.16%

로 일부 0.4~1.0 μm 입도구간 시료에서 녹니석, 카올

리나이트 및 사장석이 소량 함유되어 FPF 정량법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4.2. K-Ar 연대측정 및 일라이트 혼합연대 해석(Illite-

Age-Analysis, IAA)

단층점토 입도분리 시료에 대한 K-Ar 연대측정 결과

Fig. 3. Random-oriented micro-focused XRD results for

all size fractions of 4 fault clay samples and illite-polytype

quantification results using full-pattern-fitting(FPF) method

for each size fraction. (A), (B), (C), and (D) are for BK-1,

2, 3, and 4 samples, respectively.

Table 1. The relative abundances of illite-polytypes determined by using full-pattern-fitting method and the K-Ar age-dating

results for the different size fractions of the fault clays

Sample
Size

fractions

Relative Proportion (%)
R*

(%)

K

(wt.%)

Rad40Ar

(10-8ccSTP/g)

K-Ar age

(Ma)

Non-rad
40Ar

(%)1Md 1M 2M1

BK-1

1(<0.1 µm) 82.5 12.5 5.0 6.48 4.654 ± 0.093 406.7 ± 9.3 22.4 ± 0.7 49.0

2(0.1~0.4 µm) 26.0 56.6 17.4 8.85 5.147 ± 0.103 593.7 ± 8.6 29.5 ± 0.7 28.0

3(1.0~2.0 µm) 2.0 73.0 25.0 8.57 4.986 ± 0.1 656.0 ± 7.5 33.6 ± 0.8 13.2

BK-2

1(<0.1 µm) 80.0 14.0 6.0 6.04 5.05 ± 0.101 576.8 ± 7.8 29.2 ± 0.7 23.2

2(0.1~0.4 µm) 25.0 50.0 25.0 7.67 5.547 ± 0.111 804.0 ± 10.0 37.0 ± 0.9 19.0

3(1.0~2.0 µm) 24.2 37.0 38.8 7.15 5.292 ± 0.106 876.0 ± 9.6 42.2 ± 1.0 9.6

BK-3

1(<0.1 µm) 60.0 34.0 6.0 8.65 1.716 ± 0.034 223.1 ± 3.6 33.2 ± 0.8 31.9

2(0.1~0.4 µm) 62.0 23.0 15.0 10.39 1.365 ± 0.027 215.8 ± 2.8 40.3 ± 1.0 17.3

3(1.0~2.0 µm) 59.0 21.0 20.0 12.16 1.184 ± 0.024 210.3 ± 2.7 45.2 ± 1.1 14.8

BK-4

1(<0.1 µm) 56.0 40.0 4.0 8.31 3.441 ± 0.069 385.7 ± 6.2 28.7 ± 0.7 32.0

2(0.1~0.4 µm) 28.0 55.0 17.0 8.96 3.496 ± 0.070 504.5 ± 7.1 36.8 ± 0.9 25.1

3(1.0~2.0 µm) 49.0 29.0 22.0 10.41 3.382 ± 0.068 531.7 ± 6.5 40.1 ± 0.9 16.0

R*(%) = (Σ|(simulated-measured)/simulated|)/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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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Table 1에 함께 제시하였다. K-Ar 연대측정은

대부분의 시료에서 100 μg 내외로 측정하였고, 모든 결

과가 3% 이내의 오차범위 내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측

정되었다. Non-rad 40Ar(%) 값이 각 시료의 <0.1 μm

입도구간 시료(23~49%)를 제외하고, 9.6~28%로 비

교적 낮은 값을 보여 분석값의 신뢰성이 높음을 지시

한다. 일라이트 폴리타입 정량분석 결과와 K-Ar 연대

측정 결과를 40Ar/K과 일차함수 관계인 e
λt

-1에 대한

일라이트 내 2M1 폴리타입 상대함량의 정량분석 결과

를 도시하여 혼합연대 해석(Illite-Age-Analysis, IAA)

을 시도하였다(Fig. 4). 입도별 혼합연대 결과, 모든 시

료에서 뚜렷한 양(+)의 일차함수관계 (r2=0.99)를 보

이며 입도 증가에 따라 연대 값이 증가한다. 즉, 모든

시료에서 2M1 일라이트 함량이 많을수록 연대가 오래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각 입도별로

생성된 연대가 다른 일라이트들이 혼합되어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차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일차함수

식을 이용하여 2M1 일라이트 함량이 0% 및 100%

절편 값으로 부터 순수 1M/1Md 및 2M1 일라이트 연대

를 결정하였다(Fig. 4; Pevear, 1992, 1999; Grathoff

and Moore, 1996; van der Pluijm et al., 2001).

4개 대상시료의 IAA 혼합연대 해석결과, 2개의 1M/

1Md 일라이트 연대가 결정되었다. BK-1 시료는

19.6±1.86 Ma로 가장 젊은 1M/1Md 일라이트 연대를

보였으며, BK-2, 3, 4 시료는 각각 26.1±2.55 Ma,

27.9±3.46 Ma 및 26.9±1.24 Ma로 27 Ma 근처의 유

사한 1M/1Md 일라이트 연대를 보였다(Fig. 4). 4개 시

료 모두 2M1 일라이트 연대인 일차회귀선의 2M1 100%

절편 값은 각각 다른 연대를 보인다. BK-1 시료의 경우

75.1±4.99 Ma, BK-2 시료는 66.2±1.92 Ma, BK-3

시료는 111.4±11.41 Ma, BK-4 시료는 88.6±5.34 Ma

로 각각 나타났다.

5. 토의 및 결론

보경사지역 양산단층의 단층점토에 대한 일라이트

혼합연대 해석(IAA)에서 모든 시료가 K-Ar 연대 값과

2M1 폴리타입 상대함량 사이에 매우 뚜렷한 양(+)의

일차함수관계(r2=0.99)를 보이는데(Fig. 4), 이는 단층

점토 내 K-함유광물인 1M/1Md 및 2M1 일라이트 폴

리타입의 상대 함량이 K-Ar 연대측정 값에 영향을 주

는 주요 요소임을 지시하며, 따라서 1M/1Md 및 2M1

폴리타입 상대비에 기초하는 단층연대 해석 결과가 매

우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일라이

트 폴리타입 중 상대적으로 저온형(<180°C)인 1M/

1Md 일라이트가 고온형(>280°C)으로 이미 생성되었던

2M1 일라이트와 물리적으로 혼합되었음을 의미한다

(Vrolijk and van der Pluijm, 1999; Grathoff et al.,

2001). 이 같은 결과는 기존의 천부단층점토를 대상으

로 수행한 국외 연구결과(Pevear, 1992, 1999; van

der Pluijm et al., 2001, 2006; Solum et al., 2005;

Haines and van der Pluijm, 2008; Schleicher et

al., 2010; Duvall et al., 2011; Rahl et al., 2011)

및 최근 수행된 국내 연구결과(Song et al., 2014,

2016; Chung et al., 2014; Khulganakhuu et al.,

2015)과 유사한 결과로, 이전 연구자들의 해석결과와

동일하게 1M/1Md 일라이트가 천부단층활동에 의해 생

성된 파쇄대를 따라 유입된 상대적으로 저온(<180°C)의

열수로부터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회로 구

분되고 있는 1M/1Md 일라이트는 양산단층의 천부단층

활동 및 재활동 시기를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경사지역 양산단층에서의 2회의 천부단층연대

(19.6±1.86 Ma 및 26.1~27.9 Ma)는 현재까지 결정

된 천부단층연대 중 가장 젊은 연대이며, 특히

19.6±1.86 Ma 연대는 동해의 확장이 본격적으로 시작

된 시기(Son et al., 2013, 2015)와 매우 유사하다.

지정학적으로도 양산단층의 북단에 위치하고 있어 동

해 확장을 일으킨 지구조운동 시기와 연관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양산단층대에 대해 최초로 결

정된 단층대 남부 상천리 일대의 단층 활동연대

(41.5~43.5 및 50.7 Ma)와 비교해서 훨씬 젊은 연대

이다. 이는, 단층 활동연대 자료가 부족하지만, 양산단

Fig. 4. IAA plots for 4 fault clay samples of the Yangsan

fault. Error ranges are presented and the straight lines are

obtained by linear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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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대를 따라 시간적 차이를 두고 발생한 천부 단층활

동이 공간적으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을 시사한

다. 동일한 방법으로 천부단층활동연대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가 제공될 경우 양산단층대를 따라 발생한 천부단

층활동의 시공간적 분포특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IAA 분석을 통해 결정된 2M1 일라이트 연대

(75.1±4.99 Ma, 66.2±1.92 Ma, 111.4±11.41 Ma, 및

88.6±5.34 Ma)는 IAA 도표 상에서 입도시료 값이 도

시된 점으로부터 2M1 일라이트 100% 절편까지의 추

세선의 거리가 다소 멀어 선형외삽법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연대값 차이가 뚜렷한 것은 각

시기를 전후해서 2M1 일라이트가 단층대에서, 혹은 주

변암에서 생성되었음을 지시한다. 2M1 일라이트가 화

성활동에 수반된 상대적으로 고온(>280°C) 열수작용

에서 생성될 수 있음(Srodon and Eberl, 1984; Alt

and Jiang, 1991; Inoue et al., 1992; Kuwahara et. al.,

1998, 2001; Schleicher at al., 2006)을 고려할 때,

보경사지역 양산단층대에서 나타나는 4회 2M1 일라이

트 연대는 각 시기에 화성활동, 혹은 상대적으로 고온

(>280°C) 열수의 유입에 의해 2M1 일라이트가 생성되

었음을 지시하며, 이 후의 천부 단층활동과 수반된 저

온(<180°C) 열수의 유입에 의해 생성된 1M/1Md 일

라이트와 물리적으로 혼합되어 단층점토로 나타난 것

으로 해석된다. 보경사지역 주변암 대부분이 화강암과

백악기 및 제3기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다(Yun et al.,

2000). Kim et al.(2005)은 백악기 하양층군의 신라역암

에 대한 전암 K-Ar 연대측정을 수행하여 72~85 Ma

의 연대 값을 결정하였는데, 이를 풍화에 의한 일라이

트의 변질이나 후기의 열적 교란에 의한 차이로 해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결정된 BK-1 및 4 시료의 2M1

일라이트 연대(75.1±4.99 Ma 및 88.6±5.34 Ma)가

유사한 것으로 볼 때, 단층점토 내 2M1 일라이트의

기원물질이 하양층군의 퇴적 이 후 변질 혹은 열적 교

란 작용을 받은 일라이트일 가능성을 지시한다. 또한

Kim et al.(2005)은 신라역암 내 화산암력의 각섬석
40Ar-39Ar 연대측정을 실시하여 Aptian 최상부 시기에

해당하는 113.4±2.4 Ma의 연대 값을 결정하여 하양

층군이 이 시기 후에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113.4±2.4 Ma 연대의 각섬석의 존재는 이 시

기에 화성활동이 있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BK-3 시

료에서 결정된 111.4±11.41 Ma의 연대는 동일시기의

화성활동에 생성된 2M1 일라이트가 기원물질일 가능성

이 높음을 지시한다. 이 외에 66.2±1.92 Ma의 2M1

일라이트 연대는 백악기부터 신생대 제3기 초까지 불

국사화성활동이 이어진 점으로 보아 유사시기의 화성

활동의 결과로 생성된 2M1 일라이트가 기원물질일 가

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본 연구와 동일한 연구방법을 통해 추가령단층대

의 대광리단층, 신갈단층 및 왕숙천단층(Chung et al.,

2014; Song et al., 2014) 및 인제단층(Khulganakhuu

et al., 2015) 등에서 결정된 천부단층 활동 및 재활동

연대 해석 결과는 단층점토의 일라이트 폴리타입의 광

물학적 정량분석과 K-Ar 연대측정을 통한 단층활동 직

접연대 성공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제시한다.

특히 최근 경주지진 발생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양산단층대의 경우, 단층대 남부 상천리지역(Song et

al., 2016) 결과와 본 연구결과의 뚜렷한 공간적 단층연

대 차이는 양산단층대를 따라 발생한 천부단층활동이

시공간적으로 달리 일어났었을 가능성을 지시한다. 따

라서 양산단층대를 따라 지속적인 천부단층활동연대 결

정을 통한 정보가 축적될 경우 현재의 지각안정성과

직결된 신생대 이 후의 지구조운동에 대한 시공간적

특성파악 및 Time-scheme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며,

양산단층대의 활성 여부를 규명하고 대규모 지진발생

가능성 판단의 핵심 기초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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