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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natural origin of fluorine contained in the rocks within the

Eulwangsan area via petrological and mineralogical analyses. The main geology of the Yongyudo Eulwangsan area

is Triassic biotite granite. Biotite granite and mylonite are the major rock types containing fluorine at high levels

(up to 1,700 and 2,400 mg/kg for biotite granite and mylonite, respectively). In the case of the biotite granite, a

high concentration of fluorine can be contributed to fluorite, and the results of microscopic analyses show that the

fluorite was observed as small veinlets filling cleavages and micro-fractures within alkali-feldspars and plagioclases,

or observed together with quartz in ore veins, indicating the secondary formation of fluorite by hydrothermal fluids.

In mylonite, on the other hand, a high fluorine concentration is attributable to sericite. Microscopic analyses

revealed that the boundary between sericite and surrounding quartz was not clear, the sericite occurred filling the

micro-fractures of quartz and encapsulating small quartz cataclast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sericite was also

formed as a result of hydrothermal alteration. Consequently, it is speculated that the high fluorine level in the rocks

of the Eulwangsan area of Yongyudo is of natural origin due to hydrothermal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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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천국제공항 3, 4단계 건설 사업부지 토취원인 을왕산 지역의 암석 내에 존재하는 불소의 자연적 기원

을 규명하고자 암석학적, 광물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용유도 을왕산은 트라이아스기 흑운모화강암이 분포하는 지역

으로, 흑운모화강암과 압쇄암의 불소의 농도는 각각 1,700과 2,400 mg/kg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흑운모화강암

에는 형석으로 인해 불소함량이 높게 나타나는데, 현미경 관찰 결과, 형석은 알칼리장석이나 사정석의 벽개와 균열을

따라 채워진 세맥 형태로 나타나거나, 석영과 함께 들어온 광맥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열수에 의하여 이차적

으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압쇄암은 견운모에 의해 불소함량이 높게 나타난다. 현미경하에서 관찰 결과 견운모는

주변에 있는 석영과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견운모가 석영의 균열에 채워져 있으며, 압쇄된 작은 결정의 석영을 포

획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며, 이는 견운모 또한 열수에 의한 이차적인 변질작용으로 형성된 것임을 지시한다. 따라서

용유도 을왕산 화성암류 내 존재하는 불소는 열수에 의해 이차적으로 생성된 자연발생적 기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용유도 을왕산, 불소, 불소의 기원, 형석, 견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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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인천국제공항 3, 4단계 건설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

업부지 내 불소 오염토양 매립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계기로 2014년에 인천광역시가 수행한 사업부지 내 불

소 오염도 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400 mg/kg)

을 초과하는 지점들이 발견되었다(환경보건기술연구원,

2015). 하지만 과거 대상 부지의 이력을 조사한 결과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불소 오염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조사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자

연적 원인에 기인한 토양오염으로 판단하였으며, 토양

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위해성평가 대상 부지로 결정

하였다(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이에 본 연구는

불소오염의 기원을 규명하고 향후 진행될 위해성평가

의 기초 연구로서 수행되었다.

불소로 인한 토양 오염은 석탄연소 및 철강 부산물

의 야적, 산업폐수, 인산비료의 토지이용 등 다양한 인

위적인 요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으나, 암석 내 무기

염의 풍화나 용해를 통해 자연적으로 생성되기도 한다

(Na et al., 2010; An et al., 2013). 국내 임야지의

불소 농도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인 400 mg/kg을 초과

하여 검출되는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검출된 불소가 인

위적 요인뿐만 아니라 모암의 형성 및 풍화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Oh and

Lee, 2003; An et al., 2013). 또한 형석 광상의 분포

와 관련하여 화강암 내 높은 불소함량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모암의 풍화에 의해 높은 자연적 기원의 불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지시한다(Kim et al., 2006;

An et al., 2013).

일반적으로 화강암류 내에는 불소가 높게 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06). 불소는 마그마

분별작용 중 후기 잔류마그마 또는 가스상에 주로 부

화되며, 화강암류 암석과 열수 광화대의 다양한 일차

광물의 형태로 존재한다(Hwang, 2001; Kim et al.,

2006; Chae et al., 2008). 불소를 함유하는 대표적인

광물은 형석(CaF2), 인회석(Ca5(PO4)3F)) 등이며 운모

류, 각섬석류, 녹니석 등 수산기(OH-)를 포함하는 광물

에서 치환되어 존재한다. 화강암류에서 불소를 많이 함

유하는 광물은 형석, 운모류이며, 형석은 주로 마그마

분화 및 열수 변질작용에 의해 형성되고(Magotra et

al., 2017), 광맥이나 세맥 형태로 나타나는 형석은 주

로 이차적인 열수에 의해 형성된다(Fawzy, 2018). 수산

기를 포함하는 운모류의 경우 불소 이온의 이온 반경

(1.23~1.36Å)과 수산기의 이온 반경(1.37~1.40Å)이

유사하여 치환 작용에 의해 불소를 광물 내에 함유하

게 된다(Kim et al., 2006; Chae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용유도 을왕산 지역에 대한 암석학적,

광물학적 분석을 통하여 불소에 대한 자연적 기원을

규명하고,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부지 내 자연발생적

불소에 대한 인체위해성 평가를 위한 기본 자료를 제

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 지질개요

연구지역인 을왕산이 위치하는 용유도는 1992년부터

시작된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에 의해 별개의 섬으로

존재하였던 영종도와 삼목도 사이의 바다가 매립되면

서 하나의 섬이 되어 인천시로 편입되었고, 현재 행정

구역상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에 위치한다. 1:250,000

서울-남천점 지질도폭 설명서에 의하면 용유도, 삼목도

등지에 쥬라기 흑운모화강암이 분포해 있으며, 영종도

는 경기변성암복합체에 해당되는 편암류를 쥬라기 흑

운모화강암이 관입한다고 보고되었다(Lee et al.,

1999). 하지만 최근 무학·주문도·용유도도폭 지질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용유도는 주로 트라이아스기 관입암

류가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흑운모화강암이 주를 이

루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ig. 1). 트라이아스기 흑운모

화강암은 용유도 지질도폭 구역의 무의도, 실미도, 용

유도, 삼목도 일대에 넓게 분포하고, 대체로 중·조립의

등립질이며, 암색은 다량 존재하는 알칼리장석으로 인

해 담홍색을 띠고 부분적으로 엽리상이 나타난다(Cho

and Lee, 2016). 용유도 일대의 흑운모화강암은

SHRIMP 저어콘 U-Pb 연령측정 결과 약 227~230 Ma

에 정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and Choi, 2014).

3. 연구방법

야외지질조사를 통해 암석의 야외 특성을 파악하여

암석학적 특징을 정리하였으며, 구성광물의 조직 및 상

호관계를 파악하고자 암석 시료를 박편으로 제작하여

편광현미경 하에서 관찰하였다. 또한 전자현미경(후방

산란전자상; BSE image) 관찰을 위해 편광현미경 관

찰에 사용된 박편을 연마편으로 제작한 후 탄소 코팅

을 하여 사용하였다. 시료는 을왕산 내에 넓게 분포하

고 있는 흑운모화강암과 그와는 상이하게 보이는 반화

강암, 페그마타이트, 화강 반암, 안산암, 흑운모편암, 압

쇄암으로 선정하여 채취하였다(Fig.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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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역 내 암석의 기기분석을 위하여 암석 시료를

단조강 해머를 사용하여 파쇄한 후 볼 밀(SPEX

SamplePrep 8000D Mixer/Mill, Tungsten Carbide

Vial)로 파우더를 제작하였다. 제작한 파우더를 사용하

여 X-선 형광분석(XRF)을 통해 불소함량을 분석하여

연구지역 내 불소의 평균값인 1,500 mg/kg 이상의 암

석에 대해 X-선 회절분석(XRD) 및 전자현미분석

(EPMA)을 실시하였다.

연구지역 내 구성광물에 대한 X-선 형광분석은

Bruker사의 S8 TIGER 모델을 이용하여 전암분석 및

불소함량에 대한 정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연구에

서 해당지역에 대한 암석 내 불소함량 분석이 시도되지

않아 화강암 표준시료(불소함량 1,050, 2,100 mg/kg)

를 사용하여 검량선을 그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불소

함량이 1,500 mg/kg 이상의 암석 내 구성광물 분석을

위해 Bruker사의 D8 Advance A25 모델을 이용하여

X-선 회절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조건은 Ni 0.02

filter, 40 keV, 40 mA, 4~80°2theta, 0.02°/0.2 sec

로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불소 다량 함유광물인 형석

은 암석 내 소량 존재하며, 알칼리장석의 회절패턴과

중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40 keV, 40 mA, 46.5~

47.8°2theta, 0.01°/1.0 sec로 분석조건을 변경하여 실

시하였다. X-선 회절분석 자료는 EVA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광물 조성분석(정성)을 하였으며, TOPAS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정량분석을 하였다(정성 분석에서 견

운모의 회절 패턴은 백운모의 회절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나므로 백운모의 회절 패턴을 이용하였다).

전자현미분석을 통한 불소함유광물(형석, 견운모, 흑

운모, 녹니석)의 후방산란전자상 관찰 및 불소 정량분석

은 JEOL사의 JXA-8100 모델 전계방사형 전자현미분

석기를 사용하였다. 정량분석 조건은 15 keV, 10 nA,

빔 직경 5~10 µm로 설정하여 수행하였다. 원소별 표

준시료는 F (Fluorite), Fe (Iron), K (Biotite), Na

(Albite), Mn (Spessartine garnet), Ca (Wollastonite),

Si (Wollastonite), Ti (Sphene), Al (Biotite), Mg

(Diopside)를 사용하였으며, 원소별 검출한계는 F

(549~1650 ppm), Fe (146~201 ppm), K (148~184

ppm), Na (158~202 ppm), Mn (174~210 ppm), Ca

(110~149 ppm), Si (126~191 ppm), Ti (178~256

ppm), Al (77~149 ppm), Mg (79~127 ppm)이다.

4. 결과 및 토의

4.1. 야외지질조사 결과

을왕산 내 화성암류는 기존 연구에서 절대연령이 측

정되지 않았으며 야외지질조사 결과, 용유도에 분포하

는 트라이아스기 흑운모화강암은 중·조립질의 미약한

엽리를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Kim and Choi,

2014; Cho and Lee, 2016), 을왕산에 분포하는 흑운

모화강암은 중립질의 등립질로 트라이아스기 흑운모화

강암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 을왕산은 흑운모화강암

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반화강암, 페그마타이트, 화

강 반암, 안산암, 흑운모편암, 압쇄암이 소규모로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a) Location of the study area (Incheon Yongyudo); (b) The geological map of the study area (modified after Kim and

Choi, 2014; Cho and Le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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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운모화강암의 신선한 노두에서는 석영, 장석 등에

의해 회백색, 담홍색을 띠며, 흑운모는 주로 짙은 갈색

으로 보이며 변질되어 녹색으로 관찰되기도 한다

(Fig. 2a, b). 주 구성 광물인 석영과 장석은 중립의 등

립질이며, 방향성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풍화와 변

질이 많이 진행된 노두에서는 대부분 갈색을 띠며 신

선한 노두에 비해 구성광물의 입자가 확연히 구분되지

않으며, 흑운모는 변질되어 녹색이나 짙은 녹색으로 보

인다(Fig. 2c). 따라서 육안 상 암색이 유백색, 담홍색,

갈색으로 구분되는 흑운모화강암을 EW-1, EW-2, EW-

3으로 기재하였다. 반화강암의 전체적인 암색은 알칼리

장석에 의해 담홍색으로 나타나며 흑운모는 녹갈색을

띤다. 석영, 장석, 흑운모 등의 구성 광물은 세립질이

며 방향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페그마타이트는 수~수

십 cm의 석영 및 알칼리장석에 의해 유백색, 담홍색을

띠고 흑운모는 괴상의 알칼리장석 내 수 mm 크기로

나타나고 방향성은 보이지 않는다(Fig. 2d). 화강 반암

은 안산암질의 미정질 석기와 포획된 흑운모화강암 반

정 또는 현정질의 석영, 장석 반정으로 이루어진 반상

조직을 보인다(Fig. 2e). 안산암은 소규모의 암맥으로

흑운모화강암을 관입하며 흑색의 미정질 석기에 기공

이 있거나 기공을 백색의 석영, 장석이나 갈색을 띠는

변질된 흑운모가 채워진 반정이 보인다(Fig. 2f). 안산암

질 암맥은 노두 상 두 군데에 나타났으며, 채취한 지점

의 차이에 의해 EW-7, EW-8로 구분하였다. 흑운모편암

은 세립질의 입자가 편리를 보이며 알칼리 장석이 밀

Fig. 2. The photographs showing the outcrops of representative rocks observed in the study area. (a) Ash gray (EW-1) and

(b) Rose pink fresh biotite granite (EW-2); (c) Brown weathered biotite granite (EW-3); (d) Pegmatite (EW-5); (e) Granite

porphyry (EW-6); (f) Andesite (EW-8); (g) Biotite schist (EW-9); (h) Mylonite (EW-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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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되어 있는 부분은 담홍색이고 대부분은 다량의 흑운

모, 녹니석 때문에 녹색~녹갈색을 띤다(Fig. 2g). 압쇄

암은 노두에서 백색을 띠는 미정질이며 벽개 사이로 백

운모가 채워져 있는 것이 관찰된다(Fig. 2h).

4.2. 현미경 관찰 결과

편광현미경 관찰 결과, 흑운모화강암 내 석영, 사장

석, 알칼리장석, 흑운모, 녹니석 등의 광물 입자는 수

mm 크기의 자형으로 나타난다. 사장석은 대부분 자형

으로 나타나지만 풍화작용으로 인해 견운모로 변질되

어 있는 경우 반자형으로도 나타난다(Fig. 3a, b). 또한

석영과 함께 세맥 형태로 형성된 형석이 보이며 흑운

모는 갈색을 띠고 있는 경우와 녹니석으로 변질되어

녹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관찰된다(Fig. 3c, d). 반화강

암 내 석영, 장석, 흑운모 입자는 1 mm 이하의 입자

로 존재하며 풍화로 인해 변질된 사장석, 알칼리장석

의 입자에 견운모가 산재하여 분포하고 있는 것이 관

찰된다. 페그마타이트는 괴상의 입자이기 때문에 현미

Fig. 3. Microscopic photographs of biotite granites and mylonite. (a and e) crossed nicols; (b, c, d, and f) open nicols. (a and

b) Mineralogy of biotite granite (EW-1); (c) Small veinlet-type fluorite in biotite granites (EW-1); (d) Fluorite within ore

veins with quartz in biotite granites (EW-2); (e and f) Sericite including cataclastic quartz grains or sericite filled in the

micro-fractures of quartz (EW-10). Qz=quartz; Pl=plagioclase; K-f=K-feldspar; Ser=sericite; Bt=biotite; Chl=chlorite;

Fl=fluo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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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하에서도 큰 하나의 결정으로 나타나며, 결정 경계

부의 틈에 얇은 띠 모양의 석영이나 장석이 채워져 있

다. 화강 반암과 안산암은 현미경 하에서 반정으로 존

재하는 석영은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알칼리장

석과 사장석, 흑운모는 견운모에 의해 경계가 뚜렷하

지 않게 관찰되거나 결정 입자 내에 견운모가 침투한

것이 관찰된다. 흑운모편암은 현미경 하에서 흑운모와

녹니석, 견운모가 석영이나 장석의 경계나 균열에 들

어가 있으며 엽리 구조가 나타난다. 또한 소량의 석류

석이 관찰된다. 압쇄암은 현미경 하에서 석영, 견운모,

불투명광물이 관찰되며, 석영 입자 경계가 타형으로 나

타나고 깨져 있다. 깨진 석영의 입자 간에 견운모가

들어가 있거나 석영을 포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Fig. 3e, f). 석영은 압쇄작용에 의해 결정 입자가 깨졌

으며, 압쇄작용이 발생하여 생긴 연약대를 따라 들어온

열수 광맥에 의해서 견운모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흑운모화강암의 전자현미경(후방산란전자상) 관찰 결

과, 흑운모와 녹니석은 자형으로 관찰되고 견운모는 사

장석의 풍화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형석

은 세맥 형태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Fig. 4a~c). 압

쇄암에서는 석영과 변질작용에 의한 견운모가 주를 이

루고, 불투명광물과 철산화물 등이 관찰된다(Fig. 4d).

편광현미경과 전자현미경에서 관찰된 흑운모화강암

내의 형석은 세맥의 형태로 사장석이나 알칼리장석의

벽개나 흑운모, 녹니석 등의 광물들의 사이에 관입한

것으로 보이며, 세맥 형태의 형석은 이차적인 열수 기

원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adoll et al.,

2016). 또한 광맥으로 나타나는 형석의 경우 석영과 동

반하여 존재하고 이는 형석의 이차적인 열수 기원에

의해 형성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다(Magotra et al.,

2017; Fawzy, 2018). 따라서 흑운모화강암 내 형석은

이차적인 열수 기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흑운모화강암

에서 관찰되는 견운모와 같이 사장석이나 알칼리장석

등의 일차 광물의 풍화로 인해 형성된 경우에는 사장

석과 알칼리장석의 경계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압

쇄암에서 관찰되는 견운모는 주위의 깨진 석영 사이를

채우고 있으며 일차 광물들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또한 압쇄된 미결정의 석영을 포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징들로 보았을 때 열수변질작용에 의해 형성

된 것으로 판단된다(Cai et al., 2018).

Fig. 4. The BSE images on the rocks containing fluorine. (a~c) Small veinlet type of fluorite in biotite granites; (d) Sericite,

quartz, and iron oxides in mylo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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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기분석 결과

연구지역 내 암석의 X-선 형광분석 결과, 흑운모화

강암(EW-1, 2, 3)과 압쇄암(EW-10) 시료에서 불소의

함량이 연구지역 내 암석의 불소함량의 평균값인 1500

ppm 이상으로 측정되었다(Table 1). 이 암상들의 X-선

회절분석 자료의 정성분석 결과, 흑운모화강암은 석영,

사장석, 알칼리장석, 흑운모, 녹니석, 견운모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Fig. 5a), 압쇄암은 석영, 견운모만 나타나는

간단한 회절 패턴을 보인다(Fig. 5b). 형석은 아주 소량

인데다 회절 패턴이 알칼리장석과 겹쳐서 나타나기 때문

Table 1. The results of XRF analyses (wt%)

SiO2 TiO2 Al2O3 Fe2O3 MnO MgO CaO Na2O K2O P2O5 F Total

Biotite Granite

EW-1 71.67 0.18 14.72 1.64 0.03 0.21 0.99 4.64 5.64 0.04 0.15±0.02 99.91 

EW-2 74.74 0.09 13.73 0.95 0.02 0.10 0.32 4.19 5.72 0.01 0.15±0.01 100.02 

EW-3 73.02 0.14 15.23 1.75 0.01 0.19 0.75 3.66 5.07 0.03 0.17±0.04 100.02 

Aplite EW-4 73.94 0.07 14.13 1.08 0.03 0.07 0.50 4.30 5.76 0.00 0.01±0.01 99.88 

Pegmatite EW-5 69.87 0.04 15.81 0.45 0.01 0.00 0.50 4.38 8.72 0.00 0.02±0.02 99.82 

Granite Porphyry EW-6 66.29 0.02 18.06 0.21 0.01 0.00 0.38 3.38 11.54 0.00 0.11±0.01 100.01 

Andesite
EW-7 68.85 0.39 15.53 2.90 0.05 0.78 1.62 3.13 6.21 0.18 0.10±0.01 99.75 

EW-8 69.33 0.41 15.61 2.93 0.06 0.73 2.15 2.32 5.93 0.21 0.11±0.02 99.77 

Biotite Schist EW-9 58.67 0.63 18.14 5.50 0.12 2.78 6.59 2.83 4.31 0.17 0.12±0.02 99.87 

Mylonite EW-10 60.04 0.13 18.92 11.54 0.53 0.32 0.29 1.43 6.33 0.00 0.24±0.03 99.77 

Fig. 5. The x-ray diffractograms of biotite granites (EW-1, 2, 3) (a), mylonite (EW-10) (b), and separation of peaks between

fluorite and K-feldspar (c). The peaks of sericite and muscovite are identical, and only that of muscovite is presented. (a) The

peaks of quartz, plagioclase, alkali-feldspar, sericite, biotite, and chlorite are shown; (b) Only the peaks of quartz and sericite

appear; (c) The peak of fluorite is overlapped with that of K-feldspar. The shoulder of fluorite can be observed in the biotite

granites containing fluorite, but it cannot be seen in the mylonite without fluo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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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구방법에서 서술한 조건으로 따로 분석을 수행하여

나타낸 결과이며, 암석 내 형석이 존재하면 알칼리장석

의 피크에서 어깨가 나온 것처럼 보인다(Fig. 5c). 정량

분석 결과, 흑운모화강암은 석영 28.71~30.91wt%, 사

장석 31.60~35.21wt%, 알칼리장석 28.66~29.50wt%,

흑운모 0.61~1.83wt%, 녹니석 0.27~1.38wt%, 견운

모 4.29~6.24wt%, 형석 0.27~0.60wt%로 구성되어

있으며, 압쇄암의 경우 석영 59.42~59.62wt%, 견운모

40.40~40.60wt%로 구성되어 있다(Table 2).

흑운모화강암과 압쇄암 두 가지 암석 내 구성 광물들

의 전자현미분석 결과, 불소함유광물은 흑운모, 녹니석,

견운모, 형석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흑운모화강암의 각

광물 내 불소 함량은 흑운모에서 0.00~1.50wt%, 녹니석

에서 0.00~0.23wt%, 견운모에서 0.08~0.75wt%, 형

석에서 46.96~49.19wt% 범위로 측정되었고, 압쇄암의

견운모에서 0.18~0.93% 범위로 측정되었다(Table 3).

5. 결 론

인천국제공항 3, 4단계 건설 사업이 진행되며 문제

가 된 사업부지 내 불소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

기 이전에 토취원으로 활용되었던 을왕산에 분포하는

암석 내 불소의 자연적 기원을 규명하기 위해 암석학

적, 광물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용유

도 을왕산 내 암석의 불소는 흑운모화강암과 압쇄암에

서 고농도로 존재한다. 흑운모화강암 내 불소함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형석은 세맥의 형태로 일차광물의 벽개

나 균열을 따라 채워져 있고 광맥으로 관입하는 경우

석영과 동반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이차적인 열수 기원

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흑운모화강암 내 형

석은 0.27~0.60% 존재하며 흑운모화강암의 불소 함량

은 1,300~2,100 ppm이다. 압쇄암 내 불소함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견운모는 흑운모화강암에서 관찰되는 풍

화작용으로 인해 형성된 견운모와 다르게 사장석과 알

칼리장석의 경계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또

한 압쇄암에서 관찰되는 견운모는 주위의 깨진 석영

사이를 채우고 있고 석영과 견운모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으며 압쇄된 미결정의 석영을 포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징들로 보았을 때 풍화에 의한 형성이라기보

다는 이차적인 열수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압쇄암 내 견운모는 40.40~40.60% 존재하며 압쇄암의

불소 함량은 2,100~2,700 ppm이다. 용유도 을왕산

지역의 불소의 기원은 자연적 기원인 것으로 판단되며,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부지 내 자연발생적 불소에 대

한 인체위해성 평가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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